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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의 전력시스템 내 발전믹스(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비중)는 국내외 기술 개발과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가스발전은 앞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2 년 8 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에 

따르면, 2022 년 대비 2030 년까지 가스발전 

설비는 40% 증가하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스 소비량은 2021 년 하반기에 

발표된 2030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이하 NDC)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실무안에 반영된 203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2%로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NDC 에서 전망한 30% 보다는 낮다.  

 

따라서 한국의 발전부문 정책기조가 파리협정 

1.5°C 온도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기술타당성과 비용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부문 정책기조가 1.5°C 

목표에 따른 감축 경로와 같은 선상에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한국이 가스발전에 계속 의존한다면 2050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와 대기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화력발전 퇴출 경로에 

따르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년 

전까지 0 에 수렴한다. 석탄발전은 2029 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가스발전은 2035 년 

전까지 퇴출된다.  

 

본 퇴출경로는 다음 3 가지를 바탕으로 한다.  

 

1.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조속한 퇴출 

2. 재생에너지(풍력과 태양광)의 대규모 도입 

3. 장기 에너지 저장을 위한 그린 수소 도입 

 



  

 
일부 경로는 2030 년 전에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거의 달성한다. 이러한 경로에서는 

2030 년 이후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 

필요가 없어 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할수록 

파리협정의 핵심원칙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경로들에 따르면 

2022~2025 년에 가스발전이 다소 증가한다. 

하지만 이 증가분은 기존 발전소 용량만으로도 

전량 충당할 수 있다. 이는 가스발전 설비를 

확대할 여지가 사실상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2 년 동안 가스발전 설비용량이 확대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좌초자산이 추가로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을 전 부문에서 퇴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발전부문의 탈탄소화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발전부문을 탈탄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가교연료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스는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에너지원이므로 2035년 전까지 

발전부문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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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정 발전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건물과 산업 그리고 운송 부문까지 탈탄소화 해야 한다.  

 

한국의 발전부문은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한다. 2021 년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35%를 차지했으며 

가스발전의 비중은 전체의 30%였다 1.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기후솔루션이 앞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부문이 늦어도 2029 년까지 석탄을 퇴출해야 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2,3. 앞선 연구에 이어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도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퇴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탄소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가스발전을 언제까지 

퇴출해야 하는가? 

 

본 보고서는 IPCC 의 최신 평가보고서 4 에 수록된 글로벌 감축 경로를 한국 발전부문으로 

상세화(downscaling)하여 1.5°C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범위를 계산하여 가스발전 퇴출 경로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하나의 예시경로를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1.5°C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부문에서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을 2035 년 

전까지 퇴출해야 한다. 가스발전의 퇴출은 2025 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2025 년 이전에 가스 소비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규모로 전환하여 

발전부문에서 가스발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의 현행 계획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5.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하는 등 파리협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부문을 탈탄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6. 다만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발표된 정책안이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파리협정 달성 여부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수입 의존도를 높일 뿐 아니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하는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할 것인지, 석탄발전을 2030 년 전까지 퇴출하고 가스발전을 2035 년 전까지 퇴출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한국이 화력발전을 퇴출하여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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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경 
 

한국의 가스발전 관련 기후·에너지 정책기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가스, 원전,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기술 발전 및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눈에 띄게 변화해왔다. 정부의 가스 수급 계획은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기본계획에 개략적으로 제시된다.  

 

2019 년 6 월에 발표된 제 3 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 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삼고 있다 7. 본 계획은 가스 

발전량을 발전믹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스가 “발전 및 수송 연료로서 확대”될 것이라고 

명시한다. 참고로 본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30~35%로 제시되었다.  

 

2020 년 12 월에 발표된 제 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 9 차 전기본)은 2020~2034 년을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8. 이 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60 기 중 24 기가 2034 년까지 가스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24 기에 해당하는 용량은 12.7GW 이며, 이로 인해 2034 년 가스발전 설비용량은 2022 년 대비 

30% 증가한다 9. 참고로 2020 년대에 가스발전 설비용량은 전체의 32% 수준에 달한다. 본 계획에서 

2030 년에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나 되지만, 동기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 년 대비 3 배 

증가한 20.8%에 불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제 9 차 전기본을 근거로 2034 년 발전부문 탄소배출량이 

200MtCO2/년 미만일 것으로 전망한다 10. 이는 한국의 2020 년 수준(약 255MtCO2/년)보다는 적지만 

2030 NDC 나 장기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a.   

 

2021 년 4 월에 발표된 제 14 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2021~2034 년을 대상 기간으로 한다 11. 앞서 

서술한 2 건의 정책과 달리,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가스의 동향과 전망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가스 수요는 2000~2020 년 사이에 연 평균 8% 증가하여 

2020 년에는 가스 수요가 2,038 만 톤에 도달한다. 이후 2034 년까지 가스 수요는 소폭 증가하여 2,088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 가스 수요는 경제 성장에 따라 2009~2013 년 기간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3~2015 년에는 2012 년에 안전 문제로 가동 중단됐던 원전이 재가동되고 석탄발전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아 발전용 가스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12.  

 

한국이 2021 년 10 월에 NDC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13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이에 상응하는 2030 

발전부문 목표를 공개했다 14. 상향된 NDC 에서는 제 9 차 전기본보다 2030 년 석탄 및 가스 발전량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제 9 차 전기본은 2030 가스발전량을 

136.6TWh (전체 585.8TWh 중 23.3%)로 전망했으나 상향된 NDC 는 가스발전량을 119.5TWh (전체 

 
a 2021 년 12 월 한국은 NDC 상향안을 UNFCCC 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NDC 상향안은 2030 년까지 LULUCF 및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 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NDC 상향안에는 기존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목표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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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TWh 중 19.5%)로 하향 조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 9 차 전기본에서 121.7TWh (전체 중 

20.8%)로 제시됐으나 NDC 에서는 185.2TWh (전체 중 30.2%)로 증가했다.  

 

또한, NDC 는 발전 믹스에 석탄과 혼소할 수 있는 “무탄소 연료(암모니아)”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2030 년 

암모니아 발전량을 22.1TWh 로 전망했다. 암모니아 및 수소에 관한 정부의 계획은 2021 년 11 월에 발표된 

제 1 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본 계획에서 암모니아 및 수소 소비량은 특히 

2030 년 이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수소 수요량의 절반은 2030 년까지 가스 기반의 그레이/블루 

수소로 조달될 예정이다.  

 

2030 NDC 와 동시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환내용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 개 안이 

공개되었다 17. 2 개 안 중 하나는 2050 년까지 발전부문에서 가스를 퇴출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CCUS 기술을 

적용하여 가스발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021 년 12 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한다는 명분 하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CO2/kWh 미만인 

가스발전소는 한시적으로 “녹색” 투자로 분류되었다 16. 

 

2022 년 3 월 대선 이후 출범한 정부는 이전 정부와 에너지 정책 기조를 달리한다 18. 현 정책 기조는 

발전부문에서 가스 및 원전의 역할을 더욱 확대한다. 정부는 가스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도입 물량 및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22 년 8 월 정부는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을 발표했다 19. 본 실무안에서 2030 년 

가스 발전 설비용량은 전체 설비용량의 43%에 해당하는 57.8GW 로 전망되며, 같은 시기 가스발전량은 

128.2TWh (전체 615TWh 중 20.9%)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NDC 에 제시된 

가스발전량(119.5TWh)을 상회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되고 축소분만큼 원전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NDC 에서 제시하는 30.2%에서 21.5%로 감소한 반면에 원자력의 비중은 

23.9%에서 32.8%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근 정책 동향에 따르면 가스는 2030 년 발전부문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이 퇴출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OECD 회원국은 발전부문에서 가스 의존도를 급속도로 줄여 

2035 년까지 가스발전을 실질적으로 퇴출해야 한다 20. 이는 곧 가스가 가교 연료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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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1.5°C 목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해오지 못했지만,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저장 장치에 관련된 비용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화석연료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가스발전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 기조가 파리협정과 

양립 가능한지, 한국이 1.5°C 목표 달성을 위해 가스발전을 언제까지 퇴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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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시나리오 선정 
 

본 연구는 1.5°C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21 개의 경로를 적용하여 한국이 1.5°C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스발전 

퇴출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경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C 로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 서술된 IPCC (AR6)의 

최신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통합평가모델(IAM)로부터 도출되었다 4. 

 

21 개 경로는 다음 4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1. 1.5°C 목표 부합성  

첫째로, 오버슈팅(overshooting)b이 작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는 경로만 필터링하여 선정한다. 이는 다음의 조건을 의미한다. 

• 50% 이상의 확률로 2100년까지의 기온 상승을 1.5°C로 억제한다.  

• 67% 이하의 확률로 21세기 중에 기온 상승이 1.5°C를 초과한다.    

즉, 1.5°C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는 21세기까지 평균기온이 1.5°C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1.3°C 상승하며, 약 0.1도 이하의 오버슈팅(중간값 기준)을 보이거나 전혀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로는 AR6 데이터베이스에서 C1 유형으로 분류된다. C1 경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면서 1.5°C로 제한하려는 국제적 합의가 담긴 파리협정 제2.1조에 명시된 장기 온도 목표에 

부합한다. AR6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를 충족하는 97개 경로가 존재한다.   

2. 지속가능한 수준의 CDR 

IAM으로 산출한 경로 중 상당수는 실효성이 부족한 이산화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이하 CDR) 

기술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준의 CDR만 고려하기 위해 추가로 필터링을 실시한다21. 이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BECCS) 기술로 상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GtCO2/년 이내로 한정하고, 21세기 후반기에 신규 및 

재조림으로 상쇄하는 배출량을 3.6GtCO2/년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97개 경로 중 

33개 경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파리협정 제4.1조 부합성 

파리협정 제2조에 명시된 장기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4.1조는 최적가용기술을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b 이는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목표 온도를 초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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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후반기에 탄소중립 c 을 달성할 것을 규정한다. IPCC AR6 제3실무그룹은 이를 평가 기준으로 

명시했으며 C1a 하위유형을 마련했다. C1a에 속한 경로들은 모두 2070~2075년경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아울러 해당 경로들은 2050년경에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net-zero)에 도달하며, 이는 1.5°C 

특별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부합한다22.   

본 보고서는 이를 기반으로 33개의 경로 중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발전부문 전환 경로 27개를 

선정했다. 이는 한국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글로벌 수준에서 C1a 하위유형 수준 또는 그 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킨다(부록A).  

4. 데이터 가용성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선정한 27개의 경로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필터링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차원의 경로를 국가 단위로 상세화(downscaling)하기 위해서는 세계 10대 주요 권역 

또는 R10 단위d의 데이터가 이용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23개 경로들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중복되는 2개 경로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가스발전 퇴출경로 분석을 위해 21개 경로가 

선정되었다.  

경로들이 나열된 표와 선정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를 비롯한 시나리오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화 기법 

통합평가모델(IAM)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글로벌 경로들을 제시한다. 이 때 데이터는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지리적 위치에 따라 여러 국가로 구성된 그룹(거시 지역, macro region) 단위로 제공된다. 즉, 선정된 

경로들은 전 세계를 10대 주요 권역별로 나타낸 R10 단위에서 데이터를 제공한다. R10 단위에서 국가별 감축 

경로를 도출하기 위해 상세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상세화 기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1. 기준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한국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발전 믹스를 파악한다.   

2. IAM 경로를 통해 한국이 속한 거시 지역의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발전 믹스를 예측한다.    

3. 거시 지역의 발전 믹스를 국가 수준으로 상세화 한다. 이를 위해 거시 지역 내 모든 국가의 

한계연료가격을 동일시하여 연료가격의 평형점을 구한다. 이후 비용 효과적인 발전 믹스를 도출한다. 

이는 통합평가모델의 논리 구조를 표방한 것이다.  

4. 에너지 소비량이 국가 수준으로 상세화되면 배출계수를 조정하여 예상 배출량을 산출한다.  

 
c 발생원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도록 해 순배출을 0 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과 넷제로(net zero)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d  세계 10 대 권역은 중국+, 인도+, 태평양 OECD, 기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개혁 경제권(Reforming 
Economies)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은 이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태평양 OECD, 기타 아시아 또는 중국+ 거시 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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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화 방법 e에 관한 세부설명은 1.5°C National Pathways Explore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1p5ndc-pathways.climateanalytics.org/methodology/   

 

1.5°C 목표에 부합하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 추정 

21개의 경로를 선정하고 거시 지역 단위의 발전부문을 한국으로 상세화한 다음에는 이에 대해 1.5°C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로는 향후 한국의 발전부문이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의미한다. 

배출량 상한선은 경로 분포에서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를 계산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에서 각 모델링 

프레임워크가 동등한 비율로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초기의 경로 집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델 관련 편향성을 

보정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5°C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를 5~50 백분위수로 

설정한다. 중앙값(50백분위수)을 넘어서는 경로는 파리협정의 1.5°C 장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높은 백분위수(예: 9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경로를 채택할 경우 전지구적으로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그에 상응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서술하는 비용효과적인 상세화 경로(downscaled pathway)는 파리협정에 따른 공정한 

책임분담(fair share)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이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 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23.  

따라서 5~50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는 한국이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야심찬 목표라 

할 수 있으며, 파리협정의 핵심인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1.5°C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 범위(5~50백분위수) 중에서 중앙값인 25 백분위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상세화 경로 중 일부는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ECCS)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여 발전부문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든다. 하지만 환경적 제약24,25과 국가나 지역 내의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한계26로 인하여 

BECCS 기술의 대규모 도입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대기탄소포집저장(DACCS) 기술도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한계로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며27 이산화탄소 저장 잠재력이 적은 한국은 더욱 

적용가능성이 불투명하다28. 동시에 한국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9. 

바이오매스 대량 소비는 토지 이용 방식을 (연관 배출량과 더불어) 변화시키고 생물다양성과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토지 이용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30.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a) 한국에서는 효용성과 타당성 문제로 BECCS 기술의 대규모 도입에 한계가 있어 해당 기술의 잠재량은 

작다. 특히, 폐잔류물 같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와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이 부족하여 BECCS 기술 

도입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b) DACCS 기술의 가용잠재량도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의 한계로 미약한 수준에 그친다.  

 
e 이 방법은 거시 지역에서 1% GDP 상한선을 초과하는 모든 국가를 상세화 할 목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 

http://1p5ndc-pathways.climateanalytics.org/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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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CCS와 DACCS 기술은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농업부문 등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발전부문에서 

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발전부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 누적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속하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스발전 퇴출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기술을 배제할 

경우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더 빠른 속도로 퇴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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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경로별 특성 

도표1은 앞서 선정된 1.5°C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 21개가 아래 핵심 지표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나타낸다.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2019년 대비)  

 2019~2030년 기간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 및 석탄 발전량 감소 수준 

 2030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이 적용된 화력발전, 원자력,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2030년 전체 발전량(2019년 대비)  
 

 

도표1: 2030년의 경로별 특성 
 

위 도표는 각 경로마다 어떤 방식으로 화력발전을 퇴출하고, 저탄소 기술(CCS 기술을 갖춘 화력발전, 

원자력, 재생에너지)을 도입하여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는지를 보여준다. 각각의 경로마다 위에서 

언급된 지표별로 0~100점을 부여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2019~2030년의 가스발전 및 석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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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감축량(%),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원전, CCS 기술이 적용된 화력 발전량 백분율(%), 2019년 대비 

전체 발전량 변화 백분율(%)을 합산하여 하단 막대에 표시된 것처럼 각 경로별로 순위를 부여하였다. 

도표1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30년이 되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며 일부 경로는 이 시점에 도달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석탄발전의 

조기퇴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로에 따라서는 2030년까지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 퇴출을 

병행한다f. 

21개의 경로들은 화력발전을 서로 다른 형태의 저탄소 발전으로 대체한다. WITCH와 AIM에서 산출된 

경로들은 원자력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에, IMAGE 모델로부터 산출된 경로는 CCS 기술을 적용한 화력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REMIND로부터 산출된 경로는 다른 경로보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여 

화력발전을 대체한다. WITCH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최종 

에너지 부문이 전기화 되어 총 발전량이 증가한다. 도표1은 한국의 발전부문에서 가스발전 퇴출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보여준다.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robustness)를 제고한다. 

도표1에 제시된 21개의 경로는 모델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로의 수에 영향을 받아 도출되었다. 21개 경로의 

기반이 되는 각각의 모델은 서로 다른 가정과 에너지 전환 동적 구조(dynamics)를 가진다. 이로 인해 선정된 

21개의 경로도 각각의 고유한 특성(화력발전의 퇴출 속도 등)을 보인다.  

특정한 동적 구조(dynamic)를 지닌 경로가 많다고 해서 그 동적 구조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단지 특정 모델이 전체 경로 집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모델 가중치 

분석을 활용하여 가스발전의 퇴출시기를 도출한다. 이는 각 모델링 프레임워크가 동등하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부록B). 

 

 

f 도표 1 에는 2030 년까지 가스발전의 비중을 축소하지 않은 REMIND 모델의 시나리오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기인한다.  

1. REMIND 모델에서 한국은 기타 아시아 거시 지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개발도상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인당 GDP 가 상대적으로 낮다. REMIND 는 1 인당 GDP 를 기반으로 탄소 가격을 차등화 하므로 이 
지역의 탄소 가격(2050 년 이전)은 전체 거시 지역 중에서 3 번째로 낮다 31. REMIND 모델의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탄소가격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가스발전이 느리게 퇴출된다.  

2. 거시지역의 낮은 탄소 가격의 영향으로 REMIND 는 2020 년 이후의 탄소 예산을 500 GtCO2 이하로 가정하는 가장 야심찬 
경로에서만 가스발전 비중을 축소한다. 이러한 야심찬 경로에서는 탄소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남아시아의 발전부문에서도 
가스발전을 퇴출시킨다.   

3. 해당 거시 지역에 속하는 많은 국가에 탄소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고 해서 한국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REMIND 모델 시나리오에서 전망되는 것보다 빠르게 가스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REMIND 경로 수가 많다는 것은 경로 집합에 이 모델의 동적 구조(dynamics)가 과도하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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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목표에 부합하는 발전부문의 배출경로  

본 보고서에서는 상세화 경로(downscaled pathways)들을 통해 한국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산출한다. 이는 한국이 1.5°C 온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배출량 수준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로 분포도에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를 부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산출한다. 

이 과정은 전체 경로 집합(ensemble)에 많은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모델이 분석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방지한다(방법론 참조). 그 다음 단계로, 1.5°C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를 5~50백분위수로 지정하고 이 범위의 중앙값(25백분위수)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전제 하에 향후 

10년 동안의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a) 불확실한 기술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기술(예시: BECCS나 

DACCS)에 대한 의존도를 향후 10년 동안 최소화한다. 

b) 파리협정에 명시된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을 준수한다.   

도표2은 한국 발전부문의 1.5°C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 범위를 나타낸다. 

 

 
도표2: 1.5°C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경로  

모델의 편향성을 고려했을 때 1.5°C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량 경로 범위의 중앙값은 2035년에 순배출량 0에 

근접한다. 심지어 하위 백분위수는 2020년대 말/2030년대 초에 순배출량 0에 도달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스발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화력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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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발전의 퇴출 조건 

다음으로 배출량 감축경로를 이용하여 1.5°C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 발전부문의 석탄·가스발전의 퇴출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  

도표3는 1.5°C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에 따른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를 나타낸다. 한국 내 석탄발전은 

1.5°C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론에 근거하여, 석탄발전을 2029년까지 

퇴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3. 경로 범위에서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고 남은 탄소 예산은 

가스발전에 할당하였다. 

 
도표3: 한국의 가스발전 온실가스 배출허용범위에 따른 감축 경로  

가스발전의 탄소예산(녹색)을 살펴보면, 발전부문의 탄소예산은 먼저 석탄발전에 할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세화 배출 경로 범위의 25백분위수를 적용하면 가스발전의 탄소예산은 2034년에 고갈된다(도표 3의 진한 

녹색선). 위 도표는 25백분위수 외에도 5백분위수~5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탄소예산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도표4는 가스발전의 탄소예산을 보여준다. 한국의 발전부문 배출량 범위에서 25백분위수를 채택할 경우 

가스발전 배출량은 2034년에 0에 도달하기 전까지 2022~2025년에 소폭(13%)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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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 1.5°C 목표에 부합하는 가스발전 퇴출 경로 

경로 분포도에서 상위 백분위수를 택할 경우 2025년 가스발전의 탄소예산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석탄발전을 2029년까지 즉각적으로 퇴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석탄발전의 퇴출이 조금이라도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가스발전의 탄소예산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아울러 2025년 가스발전의 불투명한 탄소예산은 1.5°C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가스발전 퇴출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스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감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스발전소의 수나 이용률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가스발전을 급격하게 퇴출하기 전까지 지금부터 3년 동안 가스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한다면, 좌초자산이 

증가하고 에너지 전환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는 국제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LNG 수입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이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고 역대 최고치에 도달한 국제 가스 가격(본 보고서에 적용된 경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 적절한 가스발전 퇴출경로인 25백분위수를 따라야 한다. 이 

경로를 따를 경우 한국은 2035년 전까지 발전부문에서 가스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2025년까지 가스 발전량이 소폭(최대 13%)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신규 발전설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할 것인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 내 가스발전소의 용량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 이용률은 41%이었다. 그러나, 발전소 

이용률은 발전소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이용률이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 기존 모든 발전소가 

2020년 평균 이용률인 41%에 도달한다면,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하지 않고도 가스 발전량을 28%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2025년 전까지 신규 가스 발전설비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전혀 혹은 거의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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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따라서 GW급의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은 1.5°C 온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국이 

파리협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 해당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되어야 한다.  

 

가스발전을 퇴출할 수 있는 예시경로 

다음으로는 2035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를 100% 퇴출할 수 있는 예시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정된 경로는 REMIND-MAgPIE 통합평가모델링 프레임워크에 의해 산출된 REMIND-MAgPIE 2.1- 

4.2|EN_NPi2020_400 경로이다.  

도표5은 예시 경로를 통해 한국 발전부문의 전환 과정을 보여준다. 2035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가 

모두 퇴출되고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도입되면서 100% 청정 발전이 이루어진다. 

 
도표5: 한국 발전부문의 전환  과정 

예시 경로에서 2019~2035년 기간의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한다. 이는 한국이 REMIND 모델 내에서 ‘기타 

아시아’ 거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발전량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타 아시아’ 거시 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의 전력수요는 향후 

급증할 확률이 높아, 해당 모델은 ‘기타 아시아’ 거시 지역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32. 이를 토대로 한국의 상세화 경로를 도출하였기에 한국의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의 수요 증가 폭은 그보다 작을 수 있다33. 전력 수요 증가 폭이 크지 않다면 전력 공급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부담도 감소하므로 2035년까지 가스발전을 퇴출하는 것은 더 용이해진다. 

화석 연료를 퇴출하고 100% 청정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시 경로는 다음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풍력 및 태양광)를 대규모로 도입한다. 2020년대 말 풍력과 태양광은 

한국 전력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발전비중을 차지하며, 2035년까지는 발전 비중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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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경로는 한국의 전력수요 증가폭을 과대평가하였기 때문에 풍력과 재생에너지 

보급량도 과도하게 산정되었을 수 있다. 

전력수요 전망치와 상관없이 전력수요가 소폭 증가하더라도 향후 재생에너지는 발전믹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풍력과 태양광 비용이 급감하면서 발전 부문의 전환에 관한 경제적 유인은 커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스발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둘째, 발전부문에 그린수소가 도입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보완된다. 예시 경로에서 2030년 수소 

발전량은 전체의 약 5%를 차지한다.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수소는 더 많은 풍력과 태양광을 

전력시스템에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향후 수소는 거의 대부분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된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수소 생산량의 96%가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되며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 2030년 수소 발전량은 약 45TWh에 달한다. 

45T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2.7Mt의 수소가 필요하다g. 이는 한국 정부의 수소 계획에 

명시된 향후 수소 소비량의 46~70%에 해당한다34. 정부가 예상한대로 연간 2Mt의 수소가 수입된다면, 

국내에서는 연간 최대 0.7Mt에 달하는 수소가 생산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총 전력 수요 증가폭이 

줄어든다면 발전 시 필요한 수소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비록 원전의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소되어 10년 이내 20%로 떨어진다 하여도, 발전부문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발전 비중이 아닌 발전량을 살펴보면, 2019~2035년에 원자력 

발전량은 상당하게 증가하지만, 이는 총 전력수요 증가폭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원자력 도입 필요성은 본 예시경로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향후 전력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에너지 시스템 분석이 필요하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행동 변화를 통해 미래의 전력 수요량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량과 앞서 예시경로에서 설명한 전력공급 차원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이 경로는 발전부문 내에서 바이오매스 대량 소비를 고려하지 않으며 2030년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8%에 불과하다. 바이오매스가 미래에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 이용 방식 변경에 따른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량, 식량안보의 위협,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토지 이용자인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30.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량은 매우 적으며, 이용가능한 양의 대부분은 건설, 제지, 바이오 기반 원료 

생산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즉, 청정발전으로 전환하는데 바이오매스를 대규모로 도입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향식 발전 시스템 모델을 통한 분석은 재생에너지(풍력 및 태양광)의 비용효과성과 더불어 원자력 의존도를 

 
g 수소연료전지와 수소터빈의 전력변환효율은 50~75%로 가정한다. 



16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의 가스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며, 이는 내년 초 보고서로 

발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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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정 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근간을 이룬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우선적으로 실현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산업과 운송, 건물에 청정한 전력을 공급하여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100% 청정 발전을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1.5°C 온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가스발전을 신속하게 축소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했다.  

본 보고서에서 산정한 1.5°C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량 감축 경로에서 한국 발전부문은 2030년대 중반까지 

탈탄소화 된다. 발전부문의 탄소예산은 제한적이며, 이 마저도 대부분은 2029년 전까지 퇴출되어야 하는 

석탄발전에 할당된다.  

따라서 한국이 가스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며 1.5°C 온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전까지 가스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2022~2025년에 가스 발전량은 최대 13% 범위 내에서만 확대가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의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 즉, 사실상 신규 가스발전 설비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발전부문을 탈탄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스를 가교연료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스발전은 기후 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2035년 전까지 한국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가스발전의 확대는 

좌초자산 및 수입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며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할 뿐이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가스발전을 퇴출하므로써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00% 청정 발전을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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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경로 선정 

경로 선정 흐름도 

도표A1은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21개 경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도표A1: 시나리오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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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A1의 3단계와 4단계를 거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들이 선정된다. 

3단계에서는 18개의 C1a 하위유형 경로를 선정한다. 선정된 18개 경로들은 파리협정 제2.1조 및 제4.1조에 

부합하며, 전지구적으로 210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한다.  

4단계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IPCC AR6 경로 유형 중 하위유형 C1b에서 9개의 

경로를 추가적으로 추출하여 C1a 경로 집합을 보완한다. 추가적으로 선정된 9개의 경로들은 21세기 

후반기에 전 세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C1a 경로들의 중앙값보다 한국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빠르게 감소시키므로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선정된 9개 경로들의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양상이 파리협정의 제4.1조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 경로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발전부문 전환은 21세기 후반기에 전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이러한 C1b 경로들은 시나라오를 도출하는데 있어 방법론적 선택(모델에서 기후 목표의 설정과 이행36, 

지속가능한 수준의 CDR37,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으로 인하여 21세기 후반기에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한다. 비록 C1b 경로들은 21세기 후반기에 전세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해당 경로들은 한국의 발전부문 전환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C1b 경로들을 추가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며 더 나아가 산출된 가스발전의 퇴출시기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C1a 하위유형 또는 C1b 하위 경로에 

해당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CDR 기술을 적용하는 27개의 경로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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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목록 

표A1은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21개 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청색으로 강조된 경로들은 C1b 

하위유형이다. 이 경로들은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국의 발전부문을 전환시킨다.  

표A1: 선정된 1.5°C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 목록  

Model Scenario 

AIM/CGE 2.2 EN_NPi2020_300f 

IMAGE 3.2 SSP2_SPA1_19I_LIRE_LB 

REMIND 2.1 LeastTotalCost_LTC_brkLR15_SSP1_P50 

REMIND 2.1 R2p1_SSP1-PkBudg900 

REMIND-MAgPIE 2.1-4.2 CEMICS_SSP1-1p5C-fullCDR 

REMIND-MAgPIE 2.1-4.2 CEMICS_SSP1-1p5C-minCDR 

REMIND-MAgPIE 2.1-4.2 CEMICS_SSP2-1p5C-minCDR 

REMIND-MAgPIE 2.1-4.2 EN_NPi2020_200f 

REMIND-MAgPIE 2.1-4.2 EN_NPi2020_300f 

REMIND-MAgPIE 2.1-4.2 EN_NPi2020_400 

REMIND-MAgPIE 2.1-4.2 EN_NPi2020_400f 

REMIND-MAgPIE 2.1-4.2 EN_NPi2020_500 

REMIND-MAgPIE 2.1-4.2 EN_NPi2020_600 

REMIND-MAgPIE 2.1-4.2 SusDev_SDP-PkBudg1000 

REMIND-MAgPIE 2.1-4.2 SusDev_SSP1-PkBudg900 

REMIND-MAgPIE 2.1-4.3 DeepElec_SSP2_ HighRE_Budg900 

WITCH 5.0 EN_NPi2020_400f 

WITCH 5.0 EN_NPi2020_450 

WITCH 5.0 EN_NPi2020_450f 

WITCH 5.0 EN_NPi2020_500 

WITCH 5.0 EN_NPi2020_5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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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 
 

본 보고서는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를 사용하여 1.5°C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 발전부분의 최대 배출량 범위를 

산정했다.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모델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결과가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21개 경로들은 4개의 IAM으로부터 산출되었다. 각각의 IAM은 고유한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전환의 동적 구조(dynamics)를 가진다. 따라서 특정 모델의 경로가 최총 경로 집합에 많이 

포함된다면, 최종 결과에 해당 특정 모델의 동적구조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는 초기에 선정된 경로 집합에서 존재할 수 있는 편향 가능성을 

보정한다.  

 

1. 각각의 경로들은 동일한 모델에서 산출된 전체 경로 수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모델에서 

nmodel개의 경로가 산출되면 각 경로에 1/nmodel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경로 분포도로부터 

통계를 산정할 때 각 모델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REMIND 모델로부터 절반 이상의 경로가 

산출되므로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를 적용하여 대상 시나리오들이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한다.      
2. 각 경로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는 분포도로부터 백분위수를 산정할 수 있다.  

도표B1은 전체 경로 분포도로부터 각각의 백분위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왼쪽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21개 경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다. 경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이는 다양하게 

전망되지만, 모든 경로는 늦어도 21세기 중반까지 발전부문을 거의 탈탄소화 시킨다. 더 나아가 상당수의 

시나리오는 2030년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수렴시키며 그 중 일부는 2050년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배출량 보다 훨씬 커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든다.  

 

도표B1 – 경로 분포도로부터 산정한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 

오른쪽 그래프는 경로 분포도로부터 산정한 분위수(quantiles)를 나타내며 모델 가중치가 미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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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수(모든 경로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된 분위수(각 모델의 전체 기여도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를 동시에 표시한다. 모델에 관한 편향을 보정하면 발전부문의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종 21개 경로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REMIND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경로가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향을 보정하고 각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기여도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 시나리오들의 가중치를 하향할 경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백분위수가 

감소한다. 이는 초기 경로 집합에서 모델 관련 편향을 보정하는데 있어 모델 가중치 백분위수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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