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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þ 항공산업 전문가 그룹인 ATAG(Air Transport Action Group)는 향후 

항공부문 발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에 

기여하기 위해 WAYPOINT 2050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 2050 이후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안에 대한 이행이 쉽지는 않겠으나 올바른 정책적 환경과 

필요한 자원의 집중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þ 항공교통량 예측 : 현 추세에 따르면, 추가적인 개선 조치 없이는 

2050년까지 여객운송으로 약 1,800메가톤(Mt)의 CO2가 생성될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COVID-19의 영향 등을 고려한 

지역별 성장률 특성,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þ 기술 혁신 :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 항공기 세대교체 마다 연료 효율이 

약 20% 향상된다. 향후 30년 동안 업계는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기 및 수소 동력은 지역 노선이나 중단거리 

시장에 등장할 잠재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þ 운영 및 인프라 개선 :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조기 조치로써 중요한 

부분이다. 항공사･공항･항공교통관리기관의 협력이 핵심이 되며 

운영에서 생성되는 CO2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현할 수 

있다. 혼잡이 증가하면 영공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존 

운영 효율성을 유지･향상시키려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þ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도입 : 업계 2050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단독적 조치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와 새로운 에너지원의 신속한 

규모 확대일 것이다. 항공부문은 2050년까지 연간 약 4억 5천만

∼5억 톤의 SAF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공급 원료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활용 또는 직접 포집된 CO2, 저탄소 

전기로 만든 액체 연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규모 확대는 상당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정책적으로 공급 원료를 항공부문에 할당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이 목표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þ 부문 외 탄소 감축 조치에 대한 투자(상쇄) : 항공은 대체 에너지 

및 신기술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CO2 배출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탄소상쇄에 의존해야 

한다. 부문 외 탄소 감소에 대한 투자가 장기 목표 달성에 주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항공기 회전율과 산업의 전 세계

적인 특성으로 SAF 에너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급진적인 기술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항공부문의 잔여 CO2 배출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 천연 탄소흡수원 등을 활용한 탄소 

제거 조치는 2050년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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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도입

1950년대 제트 항공기가 비행을 시작한 이래로 상업 항공은 거의 단일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운용되었다. 변화는 2008년 1월 상업용 항공기가 대체 연료로 첫 운항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항공사는 2011년까지 안전성 테스트와 정밀 조사를 거쳐 

새로운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도입한 항공기로 

여객운송이 가능하도록 승인받았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는 2015년 공항에서 첫 정기 공급을 시작한 이래로 신규 

생산시설이 개발･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전체 

제트연료 사용량의 약 2%만이 SAF로 대체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산업에서 화석

연료를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2025년 2% 수준을 달성한 

이후 그 이용비율을 빠르게 확대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는 2011년 인증 획득 후 25만 편 이상의 운항에 사용되고 

있지만, 탈산소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료 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2050년에는 다양한 

재생가능 자원을 이용해 에너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핵심과제는 30년 이내에 경제적이나 실질적으로 업계 동력원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는 일반적으로 비 화석(Nonfossil)에서 생산된 항공연료를 지칭

하는 용어로 2050년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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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에 맞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천연자원 고갈을 방지하여 생태학적 균형을 

보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원유를 대체하는 공급 원료(원자재) : 원유를 대체하는 공급 원료가 있는 항공연료

이다. 이 경우 비 재래식(Non-conventional) 또는 첨단연료(Advanced fuels)와 

기존 화석연료(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등) 이외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 

또는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대체방식으로 처리되는 제트연료도 포함된다. 

SAF의 공급 원료는 식용유, 식물성 기름, 생활 폐기물, 폐가스 및 농업 잔류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연료 : 연료는 상용 항공기에 사용하는 기술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제트연료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는 다른 제트연료처럼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에 도입하기 전 

인증을 받는다. 제트연료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는 다양한 비율로 안전하게 혼합

할 수 있고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항공기나 엔진 개조가 필요

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연료를 드롭인 연료(Drop-in fuels)라고 한다(즉, 기존 

공항 연료시스템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료).

또한 ‘지속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명주기(Life Cycle) 동안 탄소 

배출 감소, 허용치 이내로 담수 요구량 제한, 필수적인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경쟁 금지, 삼림 벌채 금지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기준은 ICAO를 통한 국제적 수준으로 정의되거나,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 2차 개정안(RED-II : Renewable Energy Directive 2) 또는 캘리

포니아 주 저탄소연료기준(LCFS : Low Carbon Fuel Standard)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정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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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개발 

시나리오는 두 가지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첫 번째는 현재 공급량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예측치를 산정하였고, 두 번째는 목표와의 ‘격차 

해소’에 필요한 SAF의 요구량을 결정하기 위해 각 통합 시나리오의 ‘백캐스트(목표

에서 역산하는 방식)’ 분석을 사용했다.

시나리오 내용 SAF 용량

배출량 감소율

평균
(예측 수치에 

대한 요구사항)

CO2 절감
연료 공급

%

90% ERF 
(에너지 재생 

시설)

에서 2050년 

까지 연료 

공급 비율  

연료를 

100% 

SAF로 

교체하는 

경우 

2020년

새로운 

에너지원 

사용이 증가

0.04 Mt

(0.008 

bn litres)

~70%
0.885 Mt

CO2
0.01%

2025 예측

2020년~25

년 신규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규모 확장

6 Mt

(7.5 

bn litres)

80%
14.2 Mt 

CO2
2%

F1

현재추세

기준선

SAF 개발이 

지속되어 

2050년 추정

Low 

시나리오는 

SAF 도입 

평균 비율을 

기초한 

연속된 선형

High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 보다 

확대되는 

것을 기초한 

S곡선 

20-144 

Mt

(25-180 

bn litres)

~90%

60-400 

Mt

CO2

2050년 연료 

사용량의 

5-30%

(연료량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

Low: 5% 

(20 Mt)

High: 30% 

(120 Mt)

F2 

추진 기술 및 

SAF

SAF생산량 

증가를 볼 수 

있는 

백캐스트

290-390 

Mt

(360-490

bn litres)

74-100%
900 Mt 

CO2

2050년 연료 
사용량의 

75-100%
(ERF에 따라 

상이)

82%

(320 Mt)

390 Mt

SAF

(74% 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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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증가  

2050년 배출량 감소를 90% 수준으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별 예상되는 2050년 필요 SAF의 물량과 증가율 분석

SAF 현황

2011년 SAF가 상업용 운송에 사용이 승인된 이후 생산량은 더디지만 꾸준히 증가

해 왔다. SAF는 2015년 공항에서 정기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자금 조달, 인수 

계약 협상, 건축 허가 및 건설 일정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내 새로운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SAF의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2025년 제트연료 사용의 2%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이 현재의 두 배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F3

SAF의 

공격적인 

확대

백캐스트 방식

기술 투자 보다 

SAF 보급을 

우선시 

350-450 

Mt

(440-570

bn litres)

77-100%
1,100 Mt

CO2

2050년 연료 

사용량의 

75-100%

(ERF에 따라 

상이)

86%

(390 Mt)

450 Mt

SAF

(77% ERF)

F4

미래지향적인 

기술주도

백캐스트 방식

급진적 기술 

배치로 

격차를 줄임  

235-340

Mt SAF

(290-420

bn litres)

70-100%
740 Mt 

CO2

2050년 연료 

사용량의 

75-100%

(ERF에 따라 

상이)

77%

(260 Mt)

340 Mt

SAF

(70% 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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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몇 년 동안의 SAF 생산량 추세 예측 

연간 전 세계 SAF 생산량(Central 시나리오) 추정치이다. 이 분석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거나 구상단계에 놓여 있는 

SAF의 규모나 2025년까지 예상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의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High 시나리오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으로 사전 계획 및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전체 생산 가능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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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과 배출량 감축 방법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로 전환하여 수명주기 동안의 CO2 배출량 감소를 측정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모든 예측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CO2 

또는 직접 대기에서 포집된 CO2를 재활용하는 공급 연료 사용을 전제로 하였다. 

항공기 엔진 연소로 인한 CO2 배출량은 화석연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공급 원료는 대기에서 CO2를 포집하여 생산한다. 또한, SAF를 사용하면 연료 효율이 

다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AF의 에너지 밀도가 약간 높으면 연료 연소율이 낮아짐). 

뿐만 아니라 미립자 물질 배출이 감소하여 대기 품질이 개선되고 비행운 형성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원료를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 가공하고 공항으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감안하면, 수명주기 배출 감소는 100%의 효과가 아니다. 그러나 생산 시설을 재생 

에너지로 가동하고 이동은 파이프라인 또는 대체 에너지 사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배출 감소 정도는 크게 향상될 수 있다. 

SAF로 전환하여 CO2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사용된 

SAF의 양(기존 연료와 혼합된 SAF의 비율)에 따라 결정; 배출 감소량(화석 제트 연료와 

비교할 때 수명 주기 동안의 CO2 배출량 감소) 예를 들어, ERF(배출 감소량)가 10%인 

SAF로 100% 교체하는 경우 CO2 배출을 10% 절감할 수 있다. 또는 연료의 10%를 

ERF 100%인 SAF로 교체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Trade Space’는 동일한 총 

CO2 배출량 감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SAF 양이나 수명주기 CO2 배출량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현재 가장 높은 SAF의 배출 감소량(ERF)은 약 80%이지만, 다른 공급원은 이보다 

성능이 낮다: 평균 배출 감소량은 약 70% 수준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테스트 중인 공급 원료는 

100% 이상의 배출 감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들은 자라면서 토양에서 CO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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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순환작물(Rotational crops)이다. 또한 탄소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규모가 작은 SAF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어 

ERP를 개선할 수 있다.    

공급 원료의 가용성

대량의 SAF 도입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증가하는 업계 수요량을 감안

할 때 필요한 양을 생산하기 위한 충분한 원료 확보의 가능여부이다. 여러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50년 및 그 이후 업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원의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World Economic Forum의 Clean Skies for Tomorrow project의 분석 

요약을 보면 많은 자료(적합한 지속 가능한 필터를 추가함)에서 ‘전통적인’ SAF의 생산 

경로로만 연간 약 49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에는 산업의 오프

가스*(SAF 약 45만 톤)에서 얻어지는 SAF는 포함되지 않는다. Power-to-Liquid

(PtL)는 이 단계에서 비행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오프가스(off-gases) : 공정이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원료

항공부문의 대체연료 공급원을 찾는데 있어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이 분야 개발에 

‘포트폴리오’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방식 :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상이한 목표를 충족시키는 여러 

계획을 수립한 후 주요 전제 조건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병행

단일 솔루션은 없지만 다양한 유형의 공급 원료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다량의 농업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의 쓰레기 

매립이 문제일 수 있다.    



항공업계 2050 기후목표 대응 전략 III : Waypoint 2050 

9

지속 가능한 공급 원료는 수요 충족에 충분하다는 분석 결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가용성 및 할당은 항공부문의 옵션으로써 PtL의 기술적 잠재력에 따라 변화

개발 현황 
연간 글로벌 SAF 

잠재력
기회 및 과제

폐기물

도시 고형 폐기물(MSW)

MSW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류한 후 SAF로 처리

전 세계 MSW는 SAF 생산에 

이용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 

MSW 공급 원료 공장이 건설 

중이며 첫 번째 공장이 곧 

완공

115 Mt 

Current

ERF: 70%

현재 115Mt

ERF: 70% 

폐기물 매립 시 처리 수수료가 존재

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상이, MSW 

처리 비용이 없는 국가(개발도상국 

등)에서 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임업 폐기물 잔류물
목재 또는 제지 산업이 있는 

특정 지역(예 : 북유럽)

65 Mt

Current

ERF: 70-80%

제지, 재료 채취 및 채취 장소 

거리에 따른 경제성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산림 잔류물 양에 한계 존재

목재 가공 폐기물

목재를 건축자재로 가공하고 

남은 나뭇조각

목재 또는 제지 산업이 있는 

특정 지역(예 : 북유럽)

35 Mt

Current

ERF: 70-80%

공급 원료가 전형적으로 집적되어 

바이오 파이너리 업체로 수집과 

유통이 간단

*바이오파이너리(biore finery) : 

바이오매스 원료에서 생물공학적･
화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 

기반 화학제품･바이오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농업 폐기 잔류물

사탕수수의 가지･대와 같은 

셀룰로오스 폐기물

농업 폐기 잔류물은 중요한 

공급 원료로써 활용 가능

(이를 연소하여 대기 문제를 

야기하는 개발도상국 포함), 

경제적 입증 필요 

70 Mt

Current

ERF: 70-80%

잔류물을 경제성 있게 집적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10

Aviation Insight _ Vol. 41

개발 현황 
연간 글로벌 SAF 

잠재력
기회 및 과제

폐유

폐식용유와 동물성 수지는 

현재 지속적인 생산에 사용

되는 비교적 단순한 공급

연로

20 Mt

Current

ERF: 70%

가장 큰 과제는 폐식용유와 동물성 

수지의 공급이며, 폐식용유 집적과 

회수는 효율적

동물성 수지 집적은 육류 가공 

공장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되지 

않지만, 육류 생산량에 따라 제한

이 있을 것으로 예상  

산업 배출가스

철강 및 기타 산업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SAF로 재활용(Clean Skies 

for Tomorrow분석에 포함

되지 않음)

일산화탄소(산업 배출가스)로 

에탄올을 생산하여 SAF로 

전환, 현재 기술로도 가능

하지만 경제성으로 인해 

에탄올만 생산 중  

45 Mt

Current

ERF: 80%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양의 산업 

배출가스가 존재 

특히 대규모 철강 산업이 발달한 

중국･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생산 경로를 확장 가능

바이오매스

유료작물(Oil crops) :

카리나타(Carinata)

한계적 조건에서 자라며 

겨울에 순환 피복 작물로 

사용 가능         

*유료작물 : 식물유지를 생산

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종자의 식물유지와 꽃･잎･
줄기의 식물성 정유(精油:

방향유)로 구분

 

*피복작물 : 토양의 비료 유출 

및 침식을 막기 위해 과수 

사이 또는 계절적 작물 사이에 

재배되는 작물

남아메리카, 호주 및 유럽 

일부 지역에서 윤작작물로 

재배하기 적합

바이오 항공연료 HEFA 

(Hydro-processed Esters 

and Fatty Acids)의 공급 

원료로 사용 중
황무지에서 재배 가능한 

모든 순환 피복작물 

생산 가능성 185 Mt  

 

ERF : 가변, 

80%~100%

많은 바이오매스가 토양으로 분해

되면 잠재적으로 100% 이상의 

배출 감소 가능

  

건조한 토양에 매우 적합하나 

저밀도 생산으로 경제성은 해결 

과제

유료작물 : 

양구슬냉이(Camelina)

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재배, 

생육기간 약 85일~100일, 

10인치의 강수량 필요 

양구슬냉이(Camelina)는 

SAF를 생산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European Flight 

Path project의 핵심  

비생산적인 토지에 적합해 지속 

가능성은 높지만, 경작 시 경제성 

문제 유발 가능

유료작물 :

자트로파(Jatropha)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황폐화

유럽 일부 지역에서 실험 

진행

비생산적인 토지에 적합해 지속 

가능성은 높지만, 경작 시 경제성 

문제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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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현황 
연간 글로벌 SAF 

잠재력
기회 및 과제

된 토양과 건조 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유료작물로 인도

네시아, 가나, 마다가스카르 

및 브라질에서 생산

*Jatropha : 야생낙엽수의 

일종으로 바이오디젤 원료 

사용

유료작물 : 

위는 Pennycress, Macaruba, Agave, Pongamia와 같은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분석할 수 있는 많은 

비식용 유료작물의 일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Solaris 프로젝트는 배출 감소율 70%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무니코틴 담배 식물을 사용하는 동시에 기존 담배 농가가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 중

유료작물 : 

조류(Algae)

물속에서 자라는 단순 형태의 

식물 분류군(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

그간 미세조류 및 거대조류는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 

상업적 규모로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큰 잠재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된 탄소발자국으로 

많은 양의 조류를 재배 가능

상업화를 위해 조류 재배 및 건조 

과정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

유료작물 :

염생식물(Halophytes) 

 

반사막지대*(semi-desert), 

맹그로브 늪, 습지 및 물웅덩이, 

해안가 등 염분이 높은 토양

이나 물에서 자라나는 내염성 

식물  

*반사막지대 : 사막보다 덜 

건조한 지역을 말하며 스텝

(steppe)과 사막의 경계지

역에 위치

테스트 비행에서 항공부문에 

일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입증됨

담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에 중동과 같은 사막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로 모색가능

생산 규모 확장 여지가 제한적, 

틈새(niche) 공급자가 될 가능성

셀룰로오스 작물 : 

억새(Miscanthus)

3m 이상 자라며 대나무와 

유사, 다년생의 높은 수확량을 

가진 에너지 작물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아열대 

및 열대지방, 동북아시아 

전역, 미국에서 흔히 재배 

헥타르 당 500kg의 SAF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학문적인 

모델링 이외에는 활용이 

전무한 상태

(상단 바이오매스 표 참조)

⟫추가 분석 및 실제 테스트 필요

⟫시범 프로젝트 개발 가능

⟫수집 및 유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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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현황 
연간 글로벌 SAF 

잠재력
기회 및 과제

셀룰로오스 작물 : 

스위치풀(Switchgrass)

 

원산지는 미국 다년생 식물, 

다양한 토양과 생장조건에서 

높은 수확 가능성 확인

기존 농업 방식과 호환되며 

토양 및 수질보존과 개선에 

적합한 에너지 작물

현재 이론적으로 헥타르 당 

800kg의 SAF 생산 가능

⟫추가 분석 및 실제 테스트 필요

⟫시범 프로젝트 개발 가능

⟫수집 및 유통 개선

셀룰로오스 작물 : 

리이드 케너리그라스

(Reed Canarygrass) 

원산지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이며, 다년생 습지 

식물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잔디(온난한 기후에서 재배

되는 잔디보다 생산성이 낮음)

헥타르 당 400kg의 SAF 

생산 가능

⟫추가 분석 및 실제 테스트 필요

⟫시범 프로젝트 개발 가능

⟫수집 및 유통 개선

셀룰로오스 작물 : 

위는 다양한 다른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분석할 수 있는 많은 비식량 셀룰로오스 작물 중 일부를 선별

하여 작성

대기 CO2 

Power-to-liquid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하여 

CO2(산업 공정이나 대기에서 

직접 포집)를 SAF로 변환

어디에서나 도입 가능, 초기

에는 기존 산업 시설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근처에 적용 

가능성 높음 

개발 초기 단계에는 테스트 

규모로만 가능하여 추가 개발

이 필요, 기술 프로세스의 

일부(즉, Fischer-Tropsch 

처리)는 매우 발달되어 일반

적으로 사용 중

*피셔 트롭시 : 촉매를 사용해 

일산화탄소를 수소화하여 

인공석유를 얻는 합성법  

잠재적으로 무제한 

공급이 예상

ERF: 100%

화석 제트연료와 비교할 때 거의 

100% 수준으로 배출량 감소, 규모 

확대 및 생산에 큰 잠재력 보유

세 가지 주요 과제 : 기술 발전도, 

충분한 수소 가용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량의 저탄소 전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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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작물(Cover crops) 윤작

소위 지피작물을 윤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식용 작물을 

심는 들판에서 자랄 수 있지만, 겨울이나 밭이 휴경하는 해에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경작지가 계속해서 식량을 재배할 수 있고 실제로 토양에 이로움을 주어 식량 

작물의 수확량이 증가된다. 이러한 지피작물을 윤작하는 것은 토양 속의 질소를 

회복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며 수분의 흡수를 개선하고 침식 및 유출수를 

줄이는 등의 도움을 준다.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세계경제포럼이 주도하는 “Clean Skies for Tomorrow” 프로젝트로 수행된 분석은 

공급 원료 생산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보수적인 방법을 취했다. 예를 들어, 

상당 양의 경작지와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는 제외하고 이외 토지의 25%에서 순환 

재배할 수 있는 작물만 포함했다. 황폐화된 토지의 잠재적 수확량(사용 가능한 황폐화

된 토지 분석을 포함)을 평가했지만 1%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에너지전환의 영향 요인

항공산업이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 전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의 유류비와 30년 안에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류 능력이 주된 고려 사항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능한 환경조성이 핵심이다: 

새로운 에너지 공급업체가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항공이 이러한 부문에서 사용에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항공은 ‘배출량 감소가 어려운’ 분야(해운, 중(重) 육상운송, 철강, 플라스틱 및 시멘트 

생산과 같이)로써 저탄소 에너지를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모든 운송 수단은 전기 동력으로 전환하거나 LNG, 메탄올, DM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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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와 같은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전기와 수소는 2035-40년까지 단거리 

항공운송에 매우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장거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액체 

연료에 의존할 것이며, 항공부문이 공급 원료와 잠재적인 생산량에 대한 우선 사용

자로 여겨지도록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승인된 생산방법

2008년 1월 최초의 대체에너지 시험 비행 이후, 엔지니어와 화학자 및 항공연료 

전문가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인증 과정을 거쳐 여객기에 SAF 사용을 

승인받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각 부문마다 기체 및 엔진 제작사를 포함한 

업계의 기술 전문가 패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테스트 및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연료의 국제기준 설정기관인 국제표준개발기구

(ASTM International)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된다. 승인을 받으면, 해당 방법을 통해 

화석 연료와 혼합하여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7개의 승인된 방법이 발표되었으며, 8개가 향후 테스트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각 생산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SAF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AF가 화석연료와 혼합되는 비율의 한계는 50%이다(일부 공정에서는 혼합 비율이 더 

낮아짐). 이것은 주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아로마틱스*(방향족 탄화수소, Aromatics)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아로마틱스 : 방향족 탄화수소와 대용되는 용어로 주로 석유 공업에서 사용, 석탄 건류(乾溜) 공업의 부산물(주로

가스 경유)에서 분리, 천연 석유에서 추출하거나 또는 석유 증류분에서 개질 및 추출법을 이용하여 제조 

이러한 미립자는 구형 항공기 엔진 내부를 밀봉하여 연료 누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형 엔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으며 SAF는 신형 항공기에서 100% 성능 

테스트를 거쳤다. SAF 생산량은 낮은 편이지만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향후에는 혼합 비율이 10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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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보장 

항공부문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첫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다. 

항공은 육상운송에서 사용된 1세대 바이오 연료가 가진 오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초기부터 항공사 위원회인 SAFUG(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사용자 그룹, Sustainable Aviation Fuels Users Group)는 이 분야 모범 사례의 

핵심 기준을 정했다. 지속 가능한 바이오소재에 관한 회의(바이오 경제를 위한 지속 

가능성 인증을 평가하는 환경 단체 및 전문가에 의해 설립된 다중 이해관계자 조직)와 연계된다. 

그리고 ICAO는 SAF 기준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는 견고한 프레임

워크를 가지고 있다.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공급 원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원료의 수집, 재배, 수확, 

가공 및 운반에 관한 방법이기도 하다. 항공연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몇 가지 주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식량 작물을 대체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삼림 벌채를 금지

 »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저조

 » 토지, 물 및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인증을 획득

 »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

전 세계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침이 산업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한 통일된 표준이 필요하다. 제각각의 상이한 규제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매우 다양한 규제와 자발적인 기준이 존재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공연료 이해관계자가 표준 간 협의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준수 비용을 절감하며, 바이오매스의 최종사용자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하고, 차세대 연료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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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새로운 항공연료의 원산지를 검증하고 지속가능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된 비용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그러하다. ICAO CORSIA는 이러한 과제 해결을 

견인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룬 표준을 개발하면 정의가 명확해지고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준은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기 운항 경로, 글로벌 공용 

장비 및 전 세계 연료 구매요건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 마련이 

필요하다.

경로 및 프로세스 공급원료 옵션 생산자 ATSM 승인 년도 현재 혼합비율 한계

FT-SPK

피셔-트롭시* 합성 파라핀 

등유

*피셔-트롭시 : 촉매를 사용

해서 일산화탄소를 수소화

하여 인공석유를 얻는 합성법

바이오매스(임업 잔류물, 

작물, 도시 고형 폐기물)
2009 최대 50%

HEFA-SPK

수소화 처리된 에스테르 및 

지방산

조류, 자트로파, 카멜리나
World Energy 

/Neste /SkyNRG
2011 최대 50%

HFS-SIP

합성 이소파라핀에 수소화 

처리된 발효당

탄화수소로의 미생물 전환 Amyris / Total 2014 최대 10%

FT-SPK/A

방향족 성분이 포함된 피셔

-트롭시 합성 파라핀 등유

도시 고형 폐기물, 농업 

폐기물 및 임업 잔류물, 

목재 및 에너지 작물과 

같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매스

Fulcrum / 

Velocys
2015 최대 50%

ATJ-SPK

알코올-제트 합성 파라핀 

등유[아이소부탄올]

농업 폐기물
(스토버*, 풀, 산림습지, 
짚 작물)

*스토버 : 옥수수 등의 
표피를 제외한 부분과 
자루 및 이삭을 제외한 
지상부

Gevo / Red 

Rock
2016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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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 구축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는 환경적 이점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항공산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 원료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지속가능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무한하다. 

가장 적합한 환경의 지역에서 자트로파, 염생식물, 카멜리나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부터 육지 또는 연안에 조류 농장  설립, 도시 폐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 연료 

시설을 설립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항공산업, 정부, 에너지산업, 농업 및 학계 전문 

지식을 국가 및 지역 차원으로 결합함으로써 산업계는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급 

원료와 항공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최적의 기회를 

분석할 수 있다.  

규모 확대 가능여부

원료 자원을 무한으로 고려한 분석에 따르면 항공용 SAF로 완전히 전환하기에 충분한 

원료가 있지만 향후 30년 안에 달성될 수 있을까? 시나리오 궤도를 예측하기 위해 

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에탄올이 브라질과 미국에서 생산량이 

증가(1세대 바이오 연료의 85%를 생산함)한 것은 국가 인센티브 정책 추진에 따른 사례 

경로 및 프로세스 공급원료 옵션 생산자 ATSM 승인 년도 현재 혼합비율 한계

ATJ-SPK

알코올-제트 합성 파라핀 

등유[에탄올]

산업 폐가스, 농업폐기물

(스토버, 풀, 산림습지, 

짚 작물)

Lanza Tech 2018 최대 50%

CHJ

촉매 열분해 합성 제트 연료

트리글리세리드 기반 공급 

원료(식물유, 폐유, 조류유,  

대두유, 자트로파유, 동백유, 

카리나타유, 동유)

ARA / Euglena 2020 최대 50%

HHC-SPK

높은 수소 함량 합성 파라핀 

등유

조류와 같은 생물학적

으로 파생된 탄화수소
IHI World 2020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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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다 : Pró-Álcool* 프로그램과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에 따라 운송용 연료는 

최소한의 혼합이 요구된다. 2016년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리터 이상의 에탄올이 

생산되었다.  

*Pró-Álcool 프로그램 : 브라질 정부가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

미국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2001년과 201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여 연간 80억 

리터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풍력과 태양열의 공급량은 65배 증가했으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블룸버그 NEF(New Energy Finance)의 분석에 따르면 최초의 

1,000기가와트(GW)의 풍력･태양력 발전에 약 2조 3천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반면, 2024년까지 예정된 2,000기가와트 생산자금은 1조 2천 3백억 달러로 추산

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W2050 프로젝트 분석에 따른 SAF 예상 또는 요구량 궤적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 항공 SAF 예측을 위해 1980년 전 세계 에탄올 생산량을 2025년으로 변경/매칭 

 » 항공 SAF 예측을 위해 2012년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2025년으로 변경/매칭

  

전 세계 풍력 및 태양열 시설, 2018년 6월 30일까지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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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문(예 :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대체 연료의 과거 추세는 2025년까지 현재 

SAF 생산 예측의 선형 외삽*에 기초한 SAF LOW-시나리오와 일치한다. 대체 

연료 공급량의 증가율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형 외삽 :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한계를 넘는 값을 얻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로 기존 데이터의 추세를 활용해 그래프 상에서 일직선으로 값을 예측하는 방식

시장 경기가 호조를 보였던 2010∼2016년 미국 바이오디젤은 평균 4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나타냈고, 에탄올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1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Mid-scenario에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SAF 증가율을 연간 

22%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W2050 시나리오에서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선례를 설명한 바와 같이 단지 몇 개의 국가와 하나의 기술보다는 다양한 경로와 

전 세계적인 참여를 위한 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Power-to-Liquid의 확대

SAF 발전을 위한 Power-to-Liquid(PtL) 연구개발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기술이 

발전하여 비용이 크게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PtL은 SAF 생산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다. 연료비용은 

항공사 수요의 핵심 동인이 될 것이지만,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공급 요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항공연료 생산을 위해 재생 에너지를 확장하려면 태양열, 풍력 및 원자력 발전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존 전력을 재생 가능 또는 저탄소 

공급원으로 전환해야 한다(현재 전 세계 전력의 36%만이 저탄소 공급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함). 

이러한 공급원(특히, 태양열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전력 

공급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파리 협정으로 설정된 현재의 기후 목표를 충족

시킬 만큼 빠르지 않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202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 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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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가 이러한 저탄소 공급원을 사용해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항공을 위한 방안으로 PtL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전반에 결친 재생 가능･저탄소 전력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추가 동인으로 

여겨지거나 다른 운송수단 대비 중요도가 낮은 자원의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 나머지 부분도 저탄소 전기로 에너지원이 전환됨에 따라 항공용 

액체 연료 사용이 장기화될 수 있다. 현재 궤도를 고려할 때 2050년까지 재생 

가능한 전기의 용량 제한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SAF의 생산 규모 확장은 도전적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Waypoint 2050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시나리오는 다른 대체 에너지원(글로벌 에탄올 생산,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의 발전과 증가 상황을 반영하였다. SAF 시나리오가 2019-2050년을 예측하고  대체 에너지원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시간 척도는 분석 및 설명을 위해 임의 연도

(2025년)에 맞춰 조정하였다. 전 세계 에탄올 생산량과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발전은 등가 에너지로 변환하지 

않고 부피(특정 연도 리터 단위)로 표시한다. 전 세계 태양열 전기와 풍력 전기는 제트 연료의 등가 에너지와 정렬된 

우측 척도(해당 연도의 TWh 단위)로 표시한다. 2025년 35억 리터의 SAF 생산량은 약 1980년 전 세계 에탄올 생산 

수준, 2012년 미국 바이오 디젤 생산 수준, 2010년 태양열 에너지 생산 수준, 2000년 풍력 에너지 수준에 해당한다. 

업계는 2025년 SAF 생산량의 2배(약 70억 리터) 정도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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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비용

현재 SAF의 가격은 화석 제트 연료의 약 2∼3배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원료로 생산되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가격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향후 탄소비용까지 고려하면 화석 제트연료를 사용하는 비용을 넘지 않는 수준일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체 비용의 규모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SAF 

시장이 존재하는 한 자본 비용은 금융 시장이 부담할 수 있지만 향후 3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비교 하자면 글로벌 에너지기업은 2019년 

약 5,000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으로 3,170억 

달러(지난 10년 동안 약 4조 4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인 항공운송부문 에너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20~2030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분명 필요할 것이다. 

공급이 증가하고 기술이 향상되면 가격은 낮아질 것

글로벌 수준에서 SAF 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Clean Skies for Tomorrow 프로젝트의 일부 지표 분석에 따르면 가격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일부 공급 원료 투입 감소로 절감될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유형의 공급 원료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변동했던 제트 연료비 흐름의 맥락에서도 볼 수 있다. 미래의 유가는 알 수 

없다. 이 그래프에는 없는 탄소비용을 추가하면 SAF와 화석 제트 연료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은 정부 지원이 SAF의 장기적인 사용과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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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경로 공급 원료 유형 예상 생산 점유율

HEFA

⟫유채기름

⟫Oil 지피작물

⟫콩기름

⟫황폐화된 토지의 농작물

⟫폐식용유

⟫우지 및 지방

주로 수소 비용(SAF 생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의 감소로 

인해 2020년-2050년 약 

22%의 비용 감소 예상

공급 원료 비용은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규모의 

경제를 동반하여 운영 및 

자본 지출 감소 

46%

최대 90%까지 가능

ATJ

⟫지피작물

⟫산림 잔재물

⟫농업 잔재물

⟫도시 고형 폐기물

공급원료 비용 감소, 운영 및 

자본 지출 개선으로 인해 

2 0 2 0 년 - 2 0 5 0 년 까 지 

31~32%의 비용 감소 예상

77%

FT-SPK

⟫지피작물

⟫산림 잔재물

⟫농업 잔재물

⟫도시 고형 폐기물

2025년-2030년 사이에 

기술이 완전히 입증되고 상

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 0 2 0 년 - 2 0 5 0 년 까 지 

25~30% 비용 감소 예상 

공정에 탄소 포집 및 집적을 

추가하면 CO2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지만(부정적 배출 포함) 

연료비는 약 6% 증가 

60%

PtL
⟫전기, 대기 중에서 포집된  

  탄소

2020년-2050년까지  수소 

비용 감소와 저탄소 전력의 

비용/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49~67% 비용 감소 예상

60%

최대 80~90%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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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가속화

지난 10년 동안 SAF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기술력 확보와 경제성 개선이 필요

하다. 정책 프레임워크는 SAF 산업 발전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항공산업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바이오 항공연료 사용을 확대하지 않을 것

이다.  

항공만큼 경쟁력을 갖춘 산업분야도 많지 않다. 국가 경제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생산자 잉여*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보다 낮아 국가와 소비자 모두가 

실제 비용 미만으로 항공의 혜택을 받는 다는 의미이다.    

*생산자 잉여 : 재화나 서비스를 팔 때, 생산자가 고려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 

이러한 상황의 영향으로 항공부문이 정량화되지 않은 위험을 수반하거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상의 결정에 있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SAF 도입 초기 단계부터 그 사용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생산 비용의 격차를 줄이고 SAF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실행의 학습*과 규모의 경제가 생산 비용을 

낮추어 SAF와 화석연료 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영구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정책은 SAF의 생산 경제성이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확장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시적인 수단이 된다.

*실행의 학습(Learning by-doing) : 새로운 지식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를 증명해 볼 수 있고, 그에 적합한 환경을 

탐구 가능. 즉, 시스템이 특정한 영역을 실행하는 동안 이 시스템을 지켜보면서 조언

    

항공산업은 배출량 감소라는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SAF 개발은 매우 중요한 조치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업계는 이러한 에너

지부문의 새로운 변화가 신속하게 현장 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정책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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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부문 조치 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 시기 난이도 

시험비행 시작

항공사는 장기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시험 비행에 참여하고 SAF의 공급과 사용 

과정에 적응

SAF를 이용한 한 번의 비행이 거시적인 의미

에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현재 가능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과감한 SAF 도입 계약 체결 

항공사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초기 단계부터 

SAF 도입에 투자의지 필요

여러 항공사가 이 분야에 투자한바 있지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2~3년 소요 예상

SAF 가속화를 위해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리더십 

발휘 

업계 리더십 : 지속 가능성 기준, 회계절차, 

실행계획, 의사소통, 효과적인 정책 및 비즈

니스 사례 개발

현재 가능

정부와 금융기관에

 SAF 사례 제시

항공부문이 기존 육상운송 정책에 참여하고 

항공과 같이 감축이 어려운 부문은 공급 

원료를 직접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등의 중요 

사항을 이해하도록 지원  

현재 가능

지역 차원의 

항공사 SAF 프로젝트 지원  

공항 : 대부분의 공항이 연료 구매(또는 유통)

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항공사 파트너를 

위한 지역적 SAF를 발전시키고 정부 정책을 

촉진시킬 수 있기에 공항의 지원이 매우 중요

현재 가능

SAFUG 또는 RSB에 가입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사용자 그룹

(Sustainable Aviation Fuel Users Group) 

및 바이오 소재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on Sustainable Biomaterials)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한 핵심 포럼  

현재 가능

여객 및 주요 고객 탑승

여객과 기업이 예약을 통해 SAF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SAF 사용 차액 지불)

여객이 변화에 대해 확실히 인식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선호하는 방안임을 입증 가능

2-3년 정도 소요 예상 

혼합 비율 증대를 위한 

연구 육성

현재 최대 혼합 비율은 50%로 설정되어 

있지만 100%로 증가시키는 것이 기술적

으로 실현 가능

2025년 까지



항공업계 2050 기후목표 대응 전략 III : Waypoint 2050 

25

정부의 정책적 조치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 시기 난이도 

청정 에너지 전환 추진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원, 이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정제 및 기타 인프라 

재사용을 촉진

현재부터 필수

SAF 규모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항공산업 이해 관계자, 에너지 공급업체, 

연구기관 및 잠재적 공급원료 업체로  SAF 

파트너십 및 협력 프로젝트 구축

현재 가능

SAF 규모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 구축
2020-2025

시장기반조치를 취하는 경우 

SAF에 일부 투자

글로벌 및 지역 시장기반 대책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SAF 및 SAF R&D에서 수집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해당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가속화

현재 가능

항공을 우선순위의 대체 

연료 사용자로 지정

각 부문에 적합한 유형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

현재 항공은 특히 장거리 운항을 위한 대안이 

없으므로 우선 사용자로 간주 필요

현재 가능

항공(저감하기 어려운 

부문)을 대체 연료 우선순위 

사용자로 지정

육상운송 분야가 공급 원료 사용에 더 많은 

이점이 있으며, 이것이 항공분야의 경제성을 

약화, 상황의 역전이 필요

현재 가능

국가 수준에서 SAF 개발 

가능성 탐색

SAF 개발이 가능한 기관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 감사 실시 
2020-2025

대체에너지의 혁신 지원
학계 및 연구 기관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R&D 및 실증 플랜트를 지원
2020-2040

SAF 생산 개발 지원

SAF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한 대출 보증 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SAF 역량 확장을 위한 

자본 유치(신기술에 대한 조기 투자 불안 

해소)

2020-2035+

SAF 산업 발전 지원
SAF 생산 경로 및 신에너지 산업을 위한 

직접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
2020-2025

SAF 산업 발전 지원
정책의 확실성을 약속 또는 최소한 투자 

기간과 일치하는 정책 추진기간을 설정
20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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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조치사항

에너지산업부문 조치 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 시기 난이도 

리더십 발휘
정부시행 출장 건에 대한 보증, SAF 직접 

또는 예약 및 청구 방법으로 초기에 수행
현재 가능

리더십 발휘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기준을 채택하고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
2020-2025

리더십 발휘
사용자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운영 

장려,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
2020-2025

항공사의 SAF 이용 

인센티브 제공

SAF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 탄소 과세 또는 

기타 시장기반 조치에 따라 제로 등급을 

지정

2020+

SAF 생산자 또는 

공급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육상운송을 위해 설계된 기존 정책 인센티브 

프레임워크에 항공이 포함되도록 하고 타 

에너지 대안이 있는 육상운송부문보다 항공

교통에 더 높은 인센티브 지원

2025+

국제적 역할 수행

다른 정부 및 ICAO와 함께 SAF 기회를 

옹호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 조치

계획을 수행

2020-2030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SAF 연구 프로그램 구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속화 필요: 

⟫기술 경로(예: Power-to Liquid의 기회)

⟫작물 공급원료의 생산량

⟫모든 공급 원료 유형에 대한 수명 주기 개선

⟫액체 SAF의 완전히 새로운 공급원 

⟫생산 경로 효율성 개선

2020-2040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초기 단계에서 SAF 도입에 

대한 의지 발휘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생산 및 유통으로 

자금 전환 
현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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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조치 사항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조치 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전 세계적으로 SAF를 위한 

자금 지원을 집중

지역 및 다자개발은행(MDB)은 SAF 산업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생산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절감 가능

다자개발은행은 기후 상승과 신에너지 경제가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특히 중시

현재 가능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다른 운송수단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우선순위 확정 필요

대체 에너지원이 있는 다른 운송수단은 전기나 

수소와 같은 자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액체 

대체 연료원은 감축이 어려운 분야(예 : 항공)에 

할당 우선순위 부여 필요

20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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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POINT 2050
E. 부문 외 탄소저감 조치에 

상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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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외 탄소저감 조치에 대한 상쇄/투자

기술, 운영 및 기반 시설 개선 효과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배출량 감소가 2050년 

목표치 달성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업계에서는 ‘상쇄(Offsetting)’ 조치를 통해 초과 

배출량을 보상해야 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는 현재와는 다를 수 있는 2050년까지의 상쇄원(Sources of offset)을 

고려하면서 잠재적인 발전에 대한 몇 가지 배경을 제시한다. 상쇄 시행, 시장기반 

조치 또는 부문 외 탄소 감소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가용성에 따라 산업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시나리오 1∼3에서 Waypoint 2050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공급량을 확인했지만 CO2 감소는 사용 

가능한 상쇄 예산, SAF와 화석 제트연료 비용의 차이에 따라 상쇄조치로 충당될 

수도 있다. 

2050년에 사용 가능한 상쇄 유형에 대한 예측자료는 거의 없다. 현재는 UN 청정

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같은 글로벌한 조치를 통해 상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

으로 2050년 이전에 자금이 모두 지원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 가능하거나 향후 수십 년 동안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다. 항공에서 피할 수 없는 CO2 배출량을 보상하기 

위해 부문 외 프로젝트를 통해 항공운송에서 생성된 나머지 배출량을 벌충한다는 

의미로 이를 ‘상쇄(Offsetting)’라고 널리 일컫는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파리협정 제6조는 NDC의 이행을 위한 국가 간의 자발적 협력을 규정하여 더 높은 

수준의 기후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며 환경적 완전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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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는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ITMO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사용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충족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협력적 

접근 방식을 다룬다. 

 » 제6.4조는 국가가 GHG 배출 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설정한다. 배출량 감축은 유치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NDC 충족에 

사용될 수 있다.

탄소가격정책은 탄소 감소 로드맵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개발을 허용하는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탄소가격 책정 

메커니즘은 이미 항공부문에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의 산업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최초의 글로벌 시장기반조치인 ICAO CORSIA의 신속한 구현을 지원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정책 측면과 효율적인 항공기 도입 및 지속 가능한 연료에 투자

할 충분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항공사의 재정 여건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하다.

 

현재의 상쇄원 

지난 몇 년 간 다양한 CO2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탄소 배출권 상품도 

파리협정에 따라 진화･발전하고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VER(Verified or Voluntary – 
Emission Reductions)이라는 상쇄를 창출하는 자발적 시장 프로젝트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라는 상쇄를 발생시키는 교토(Kyoto) 시장 프로젝트 간에 

있다. 주요한 점은 VER은 제3자 확인에 의존하는 반면 CER은 교토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된다는 것이다. VER과 CER은 각각 다른 품질 표준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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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쇄원이나 프로젝트는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 보다 효율적인 난방･동력 생성･전구 교체･열병합발전에 폐기물 에너지 사용

 » 풍력터빈, 수력전기, 태양열, 열･광전지시스템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 토지 이용, 토지 전용 및 산림)

에는 벌채 방지, 이전 산림지역의 재조림, 새로운 지역의 조림, 다른 유형의 

토지사용 프로젝트 등이 포함

 » 수소화불화탄소(HFC)･화합물･아산화질소(N2O)의 배출 감소 및/또는 파괴를 

포함하는 산업 온실가스 상쇄,

 » 메탄(CH4) 포집 및 에너지 생성(예, 매립지, 광산 및 가축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에 사용

ICAO CORSIA

2016년 ICAO 각국 대표회의는 전 세계 단일 부문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기후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는 2020년 말부터 국제항공 CO2 배출량 증가의 

약 80%를 상쇄할 것이다. CORSIA는 파리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국제항공 배출량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협정과 마찬가지로 CORSIA는 처음에는 자발

적인 이행조치로 시작되어 각국 정부는 자국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몇 년 후, 

이는 소규모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CORSIA는 파리협정에 명시된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에 따른 정부 조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항공운송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국내 항공

운송에 대한 시장기반 조치를 구현하려는 경우 업계에서는 CORSIA 모형을 활용

하여 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해결하고 체약국의 특수상황과 개별 역량을 고려하기 위해 

CORSIA는 위에서 설명한 단계별로 시행될 것이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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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참여 국가 간 항공편에만 상쇄 요건이 적용된다. 

2027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최빈개발도상국(LDCs : Least Developed 

Countries), 군소도서개도국(SIDS :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내륙개발도상국

(LDC :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및 소규모 항공시장의 운항편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에 상쇄가 적용된다. 

ICAO 프로세스에는 CORSIA에서 사용되는 상쇄 조치가 CO2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상쇄계획을 통해 약속했던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다. CORSIA에 따라 항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배출 

단위는 ICAO 위원회에서 승인한 여러 기준에 의해 정부가 임명한 기술 전문가 

그룹에서 결정된다. 배출 단위 무결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추가 사항

   »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기반  

   » 정량화,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 명확하고 투명한 추적 관리

   » 영구적인 배출 감소를 표시

   » 다른 부문에서의 잠재적인 배출량 증가를 평가하고 완화

   » 경감 의무는 한 번만 계산

   »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음(Do No Harm)’

배출 단위 프로그램 설계 기준 : 

   » 명확한 방법론, 프로토콜, 개발 프로세스

   » 범위 고려 사항  

   » 상쇄 크레딧(Offset credit) 발행 및 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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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및 추적 

   » 법적 성격 및 감축 단위 이전

   » 프로그램 관리

   » 투명성 및 공공의 참여 규정 

   » 보호 시스템(Safeguards system)

   » 지속가능한 개발 기준

   » 이중 집계･발행･청구 방지 

현재 CORSIA는 2035년경까지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시스템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부문 전반에 걸쳐 배출량 감소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2035년부터 적절한 글로벌 시장 기반 조치로 보완될 수 있다. 

지역･국가･지방정부 차원의 기존 탄소가격 책정 메커니즘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46개 국가와 32개 지방정부 관할을 포괄하는 61개 탄소

가격 책정 이니셔티브(세금이나 배출권 거래 제도가 가장 일반적)가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

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GHG 배출량의 22%를 차지하는 12 GtCO2e를 

포함하며, 2019년에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총 4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탄소가격제도 메커니즘이 도입된 국가를 나타내는 지도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 다양한 방법이 시행, 또는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로 세금과 배출권 

거래 제도가 포함되고 국제항공의 경우 CORSIA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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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의 발전

위 섹션에서 설명된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현재의 상쇄원을 다루지만, 이는 미래에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상쇄는 평상시와 같은 비즈니스 또는 기준 시나

리오와 비교한 배출방지를 기반으로 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 또는 포부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배출 수준을 감안할 때 상쇄원을 극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대기 중 직접 탄소 포집 저장

(DACCS : Direct Air carbon capture and storage)과 같은 미래 기술은 CO2를 제거

하여 실행 가능한 상쇄제도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필요한 경우) 2040년 이후 시간에 있어 상쇄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의 대략적인 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R15 

보고서’에서는 1.5℃ 목표 과제에 대한 4개 모델 경로 중 3개가 탄소포집 및 저장

(CCS)･바이오 에너지와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을 필수 저감 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리협정은 인위적인 발생원과 자연적인 

탄소 흡수원에 의한 제거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2030년경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CO2 배출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파리협정의 도전적인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탄소 흡수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감축할 수 없었던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2050년에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050 상쇄 : 직접 탄소 포집 및 격리

직접 공기 포집(DAC : Direct Air Capture)은 CO2(및 잠재적인 기타 온실가스)가 대기에서 

직접 제거되는 초기 기술이다. 현재는 저장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CO2

스트림(CO2 Stream)을 생성하기 위해 화학 흡착제를 사용하여 필터로 주변 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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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키는 대형 팬(Fan)을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탄소 포집 기술과 달리 

발전소나 다른 배출원에 부착되지 않고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공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생성물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Climeworks가 개발한 설비는 기계에 포집된 CO2의 90%까지 줄일 수 있다. 전 

세계 CO2 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면 DAC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아마 최대 30,000개의 대형 DAC 시설이 연간 30Gt의 CO2를 포집 가능(또는 세기말

까지 최대 3천만 개의 소규모 공장 가동을 통해). 이러한 대형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 

     

   »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상당한 재생에너지 자원

   »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생산 및 폐기 시스템

   » 대기에서 제거된 CO2 저장 장소 또는,

   » 제품으로 재사용 – 새로운 연료의 공급 원료로 사용, 또는 화석연료 산업에서 

개선된 유회수(Oil recovery)의 일부로 사용

현재 취리히 근처와 아이슬란드에 Climeworks가 소유한 시연 시설이 각각 마련

되어 있다. Carbon Engineering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에 시험

공장(Pilot plant)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포집 장비를 개발한 여러 회사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을 사용하여 대기에서 CO2를 제거하는 비용은 현재 CO2 톤당 

약 $600이다. 2025∼2030년에는 기술의 발달로 이 비용은 톤당 $100∼$200로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공기 포집은 비록 초기 

기술이지만 현재의 전 세계 CO2 배출 경로를 줄이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항공과 같이 어려운 부문을 상쇄 방안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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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확장된 규모의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DAC가 대규모로 작동하고 전 세계에 도입될 수 있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2050 상쇄 : 임업 및 자연을 이용한 기후 솔루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20%가 산림 벌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종종 경제개발을 이유로도 시행된다. 산림을 탄소 배출권의 원천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수년 동안 조사되었으며, UN에서 파리협정의 일부로도 논의 중이다. 이미 

임업 프로젝트는 지난 5년 동안 발행된 모든 크레딧의 42%를 차지했지만 임업 

보호의 영구성 여부 확인과 토착 공동체의 권리 보호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크레딧의 국제 거래를 위한 회계체계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열대 우림과 

숲을 보호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핵심요소이며, 

만약 개발된다면 이는 향후 탄소 배출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CO2 배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기에서 CO2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자연 기후 솔루션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재조림(나무심기)을 시도하고 

테스트 중에 있지만 심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때까지 보호할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정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지구 표면의 3%를 덮고 있는 이탄지

(Peatland)의 복구는 상당한 탄소 흡수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전 세계 이탄지대의 

약 15%가 배수되어 연간 약 1.3Gt의 CO2를 배출한다. 이러한 천연 탄소 흡수원을 

복구함으로써 대기 중의 CO2도 감소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자연을 이용한 기후 솔루션의 2050년 잠재력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13억 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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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상쇄 : 탄소 포집 및 저장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은 전력 공급 및 산업 공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생

성되는 CO2 배출량의 최대 90%를 포집하여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생물자원과 함께 CCS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탄소 네거티브(Carbon-negative) 모드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탄소저감 기술 중 하나이다.    

CCS 체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산화탄소 포집

» 이산화탄소 운반 및,

» 고갈된 유전 및 가스전 또는 깊은 염류 대수층 지하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전

하게 저장

CCS가 수년 동안 이용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방법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으며 일부 정책그룹에서는 세계 기후대응의 주요 부분이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회의론이 있다. CCS 기술의 사용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는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로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 에너지의 장기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출 감소와 함께 IPCC, IEA, 영국 기후변화

위원회･에너지 전환위원회에서 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전반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CCS는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을 비롯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CCS가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 클러스터에 포함

되어 이러한 시설의 수명 주기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의 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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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전소는 많은 비용(CO2 약 $45/톤)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널리 

퍼져 있다.  

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이 예상되고 CO2 제거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CCS 부문은 

탄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CO2 감축 인증서 또는 배출권의 발행 

기회를 가진다. 탄소시장에 CCS 인증을 포함시키면, 모든 환경적 무결성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항공부문이 의무 상쇄요건의 일부로써 활용하는 CORSIA에 따른 

배출량 감소 방안을 잠재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CCS와 연결된 탄소 배출권의 

이용 가능성은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산업 부문이 동일한 

유형의 탄소배출권을 두고 경쟁이 시작되어 희소가치와 탄소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될 때 탄소 배출권의 균형 잡힌 공급을 보장하는 추가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회 경쟁

이는 배출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부문에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지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도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양의 잔류 CO2 배출이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 

남은 상쇄 기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조치 순서는(항공의 경우, 대체 연료의 사용을 포함하여) 부문 내 발생하는 배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경제 전반의 가능한 CO2 감축 조치(UNFCCC에서 각 정부가 결정한 

기여와 국제항공 및 해운 부문의 조치를 기반)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는 부문별 상쇄 사용의 

최상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상쇄와 발전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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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외 탄소 감축 노력

항공 산업의 주요 초점은 부문 내에서 CO2 배출량을 감소하는 방법에 맞춰줘야 

하지만, 2050년까지 또는 그 이후 부문 외 탄소 감소가 필요할 수 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 및 기타 배출 감소가 어려운 부문에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다. 

항공부문 조치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미래의 상쇄조치 제공

업체와 파트너십 기회 

조사

항공사 : 임업, 천연 탄소 흡수원 및 탄소 포집 기회를 

모색하는 많은 부문과 함께 2035+ 기간에 차세대 

상쇄시장이 제한될 것, 항공사는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공급자와 파트너십을 개시하여 조기 조치를 

가속화하고 장기적인 상쇄계약 체결 필요 

2020-2050+

정부의 정책적 조치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CORSIA 지원
CORISA의 초기 단계에 자원하고(당시 88개국 참여) 

CORISA의 성공을 위해 역량 강화에 참여
2020-2035

CORSIA의 지속적인 

발전 보장

CORSIA의 환경적 목표를 충족하고 목적에 부합

하도록 ICAO 체약국과 협력

CORSIA 기준이 유지되고 새로운 상쇄 기회

(엄격한 지속 가능성 기준에 따라)가 정기적으로 

평 가 되 도 록  조 치

2020-2035

장기적인 

CO2 목표 설정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2022년 

ICAO 총회에서 장기적인 CO2 목표 설정
2020-2022

CORSIA 원칙에 따라 

국내 적용

CORSIA는 중복 및 시장 왜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제항공의 단일 시장 매커니즘 필요

체약국이 기후 상의 이유로 국내선 항공편에 시장기반

조치적용을 원한다면, 업계는 CORSIA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시스템 및 모니터링 

중복을 감소를 시킬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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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조치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탄소 포집 및 대기 중 

직접 포집 효율성 개발 

가속화

이 기술의 비용을 낮추려면 대기 중 직접 포집 

시스템의 작동과 전기 사용 효율성 개선이 필요
2020-2050

금융부문 조치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탄소 제거 목표 추구

대기 중 직접 포집, 탄소 포집 및 저장, 기후 솔루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항공과 같은 부문에 

크레딧을 제공

2020-2050+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시장기반조치를 취하는 

경우 부문별 CO2 

감축에 투자

글로벌 및 지역 시장기반조치가 채택됨에 따라 정부는 

SAF, SAF R&D 및 기술 R&D(기타 기회 중에서)에 

수집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해당 부문의 CO2 감소 

경로를 가속화

현재 가능

UNFCCC 제6조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타국 정부와 협력

CORSIA는 독립적인 제도이지만, 국제 사법권 전체

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에 의존

이러한 거래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파리 협정 6조에 대한 협의 필요

2020

탄소 포집 기회 개발 

촉진

탄소 포집, 특히 대기에서 직접 포집하는 것은 장기적

으로 탄소 제거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전 세계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

2020-2050

타 국가와 함께 임업 회계 

기준을 개발하고 상쇄 

개발을 촉진 

민간 부문과 정부 주도 임업 프로그램(예 : 사법적 

차원의 접근법 및 중첩된 REDD+ 프로젝트) 간 협력이 

국가 및 지역단위 수준의 회계 시스템에서 필요

2020-2050



42

Aviation Insight _ Vol. 41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조치사항

실행 조치 설명 도입시기 난이도 

추가 탄소배출권 상품 

개발

탄소 시장 : 항공사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는 탄소 

제품 개발, 예) 캐리 트레이드, 선물, 맞춤형 계약 등 

파생 상품 분석

2021-2023

탄소 기준가격 설정
탄소 시장 :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 표준화된 

기준 가격 설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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