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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계
산하고 선언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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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 계산 및 평가방법
Calculating and Evaluating Method of GHG Emissions for Biomass-Derived
Produc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계산
하고 선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I ISO 14040, 환경경영 ― 전 과정 평가 ― 원칙 및 기본구조
KS I ISO 14044, 환경경영 ― 전 과정 평가 ― 요구사항 및 지침
KS Q ISO 14064-1, 온실가스 ― 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
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바이오매스(biomass)
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비고

바이오매스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동‧식물 잔재물 등과 같은 유기성폐자원
(organic waste)과 임목(순화목‧벌채목), 폐목재 및 간벌잔재 등과 같은 목질계(woody biomass)
와 유채, 옥수수, 볏짚, 왕겨, 해조류 등과 같은 초본계‧해양계(grass-type and maritime
biomass)를 포함한다.

3.2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3.3 보조물질(ancillary materials)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투입물
3.4 부산물(co-products)
동일 제품 시스템에서 나온 둘 이상의 제품
3.5 산출물(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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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스템에서 나가는 제품 또는 물질, 에너지 흐름
3.6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
어떤 공정 또는 물질이 제품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상술하는 일련의 기준
3.7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하여 복사되는 적외선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3.8 원료물질(raw material)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재활용된 물질을 포함)
3.9 이산화탄소 상당가(CO2 equivalent)
온실가스의 복사강제력을 이산화탄소의 복사강제력과 비교하기 위한 단위
비고

이산화탄소 상당가는 주어진 온실가스의 발생량과 해당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10 자본재(capital goods)
제품 및 원료 등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기계, 장비, 건물과 같은 재화
3.11 전과정(life cycle)
자원 채취부터 최종 폐기에 이르는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3.12 제품(products)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
3.13 제품 시스템(product system)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연결된 공정의 집합체
3.14 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이산화탄소(CO2)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
비고

이 기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Climate Change 2014’, the Fifth Assessment Report(AR5)에 따른 지속시간
100년의 GWP를 적용한다.

3.15 투입물(input)
제품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3.16 폐기물(wastes)
재활용‧매립‧소각 폐기물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폐기하기를 원하는 물질 또는 물건
3.17 할당(allocation)
한 제품 시스템과 하나 이상의 다른 제품 시스템 사이에서 하나의 공정 또는 하나의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흐름을 분배하는 과정
EM7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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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1차 데이터(primary data)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측정 또는 계산을 통하여 직접 수집‧관리되는 데이터
비고

1차 데이터는 사업장에서의 원료 및 보조물질, 에너지 및 연료, 유틸리티 등의 투입물과 사업
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물과 폐기물을 포함한다.

3.19 2차 데이터(secondary data)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단위당 탄소배출계수

4

원리 및 원칙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계산하는 원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4.1 원리
이 기준은 전과정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생산 및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를 이산화탄소 발생량
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의 환산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996년 보고지침에 의하여 발행된 지속기간이 100년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적용한다.
4.2 원칙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다.

5

온실가스의 종류

이 지침에서는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계산을 할 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에서 제시하는 6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의 발생량만을 고
려한다.
비고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
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포함된다.

5.1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주 배출원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공정 중의 반응과정 등이다.
5.2 메탄(methane, CH4)
주 배출원은 화석연료 채취과정 및 가축 시설, 매립지 등이다.
5.3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N2O)
주 배출원은 질소질 비료 및 가축분뇨, 질산과 아디프산, 카프로락탐과 같은 화학약품 제조
공정 등이다.
5.4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HFCs)
주 배출원은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이다.
5.5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P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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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배출원은 철강, 반도체 산업 등이다.
5.6 육불화황(sulfur hexafluoride, SF6)
주 배출원은 발전, 철강(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반도체 산업 등이다.

6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6.1 기준단위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단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판되는 제품의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 kg 또는 1 ton과 같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6.2 시스템 경계
제품 시스템은 제품 제조 전 단계, 제품 제조 단계, 수송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를 포
함한다. 제품 제조 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물질의 총 질량 대비 무거운 순으로 누적
비율이 98 %까지를 포함하며,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숙식, 위락시
설 및 건축물, 설비의 건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a)

제품 제조 전 단계는 원료채취 단계에서부터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원료를 생산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b) 제품 제조 단계는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생산과정까지를 포함한다.
비고

물류유통은 공장이 위치하는 지리적인 한계로 인한 온실가스 잉여 발생분이 차별적 요소로 작
용할 수 있어서 제외한다.

c) 수송단계는 1차 협력사에서 제품 제조 단계로의 수송단계를 포함한다.
d)

사용단계는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사용단계를 포함하되, 사용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한다.

e) 폐기단계는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재활용, 소각, 매립 과정을 포함한다.
6.3 1차 데이터 수집
일정 기간 동안 제품 제조사업장에서 다음의 1차 데이터를 수집한다. 1차 데이터는 3년 이
내의 1년 평균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 공정이 시간적,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음이 증명될 경우에는 3개월 평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데이터
의 출처 및 관리자의 인적사항은 명확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수집이 어려워 문
헌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만, 1차 데이터로서 추정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a) 제품 및 부산물 생산량
b) 에너지 및 연료, 유틸리티(스팀, 공정수, 압축질소 등 포함) 사용량
c) 원료 및 보조물질의 투입량
d) 1차 포장재 투입량
e) 냉매 종류별 사용량
f) 생산공정 중 반응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종류별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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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
h) 누적질량기여도 98 %에 포함된 원료 및 보조물질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로부터 제품제
조사로의 수송거리수송방식
비고 1 수송거리는 도로상의 편도 최단거리를 적용한다.
비고 2

1차 협력사가 해외에 존재할 경우에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있는 항공 또는 해운거리표
를 활용한다.

6.4 2차 데이터 수집 및 품질 요건
6.4.1 1차 데이터를 온실가스 발생량으로 환산하기 위한 2차 데이터의 수집
a) 에너지 및 연료, 유틸리티별 탄소배출계수
비고

연료는, 연료 생산에 대한 탄소배출계수와 연료 연소에 대한 탄소배출계수를 모두 수집하여야
한다.

b) 원료 및 보조물질(냉매 포함)의 탄소배출계수
c) 1차 포장재에 대한 탄소배출계수
d) 특정 물질의 제조공정에서 반응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배출계수
e) 필요하다면, 주요 생산공정에 대한 탄소배출계수
비고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 블로우 성형, 프레스 등 일반적인 성형공정 등이 해당된다.

f) 폐수와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탄소배출계수
g) 수송방식별로 물동량(1 ton‧km)당 탄소배출계수
6.4.2 2차 데이터의 품질요건
탄소성적표지의 탄소배출계수를 우선 적용하며, EU의 ILCD 또는 ELCD, 스위스 Eco-Invent
데이터를 적용한다. 적절한 탄소배출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유사 탄소배출계수를 적
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합성은 입증하여야 한다. 적용한 유사 탄소배출계수가 해당 1
차 데이터의 전과정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탄소배출계수를 조
사하여야 한다.
비고 1 ILCD와 ELCD 데이터는 European Commission - Joint Research Centre에서 운영하는 홈페
이지(http://lct.jrc.ec.europa.eu/assessment)를 참조한다.
비고 2 Eco-Invent 데이터는 유료 데이터로 다음의 웹사이트(www.ecoinvent.com)를 참조한다.
비고 3

사출성형한 PET 용기 1 kg에 대한 탄소배출계수가 없어 유사 탄소배출계수로 PET 원료 1
kg에 대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할 때 누락된 전과정 단계는 PET 용기의 사출성형과정이 누
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PET 1 kg에 대한 사출성형에 대한 탄소배출계수를 조사하
여 포함하여야 한다.

6.5 데이터 계산
6.5.1 1차 데이터 검증
수집한 1차 데이터가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포
함한 검증결과를 자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a) 물질수지 분석과 필요 할 때, 에너지수지 검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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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누락 데이터의 유무를 확인
c) 단위환산 등 계산오류에 대한 확인 등
6.5.2 1차 데이터 환산 및 배분
검증된 1차 데이터를 6.1에 제시된 기준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는 1
차 데이터는 제품단위로 환산되어야 하며, 제품 간의 생산량 또는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들을 배분하여야 한다.
a)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 공정이 유사할 때 제품 생산량에 따라 1차 데이
터를 배분한다.
b)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되더라도 생산 공정이 유사하지 않을 때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1차 데이터를 배분한다.

6.5.3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제품단위로 환산된 1차 데이터는 다음의 관계식에 따라 2차 데이터와 곱하여 온실가스 발
생량을 산정한다.

    ×   
여기서, GHG: 온실가스 발생량의 이산화탄소 상당가 (CO2-eq)
DP(i): 1차 데이터 (n = i)
DS(i): 2차 데이터 (n = i)
6.5.4 온실가스 발생량 할당
a)

제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과 부산물 간의 생산량 비를 고려하
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할당한다. 만일, 생산량 비를 적용하여 제품에 대한 온실가
스 발생량의 배분비율이 80 % 미만이 될 때에는 매출액 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b)

사업장 폐기물이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는 경우에서의 할당은 다른 제품 시스템으로 들
어가기 전까지의 온실가스 발생량만을 포함한다.

비고

7

폐기물의 선별, 분리, 파쇄, 운반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유리병 제조공장으로 공급
되는 파유리는 재활용 유리병을 수거하여 파쇄한 후에 유리병 제조공장으로 수송하는 것까지
를 포함한다.

온실가스 발생량 평가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평가는 온실가스 발생량 또는 탄소회복시간으로 선언한다.
7.1 제품에 대한 평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온실가스 발생량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g-CO2 또는 kg-CO2, t-CO2를
사용한다.
7.2 비교 목적의 평가
온실가스 비교의 목적일 경우에는 탄소회복시간(carbon payback period)으로 평가하며 시간
단위로 표현한다. 다만, 기존 제품 대비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을 때에는 온실가스 발생량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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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r  
  
여기서, Pcarbon: 탄소회복시간(carbon payback period) (yr)
GHGBM: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 (g-CO2, kg-CO2, t-CO2)
GHGGM: 기존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 (g-CO2, kg-CO2, t-CO2)

8

산정 결과의 보고

산정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자와 데이터 제공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b) 수집한 1차 데이터 목록과 출처, 데이터 값
c) 수집한 2차 데이터 목록과 출처, 데이터 값
d) 온실가스 발생량 계산과정이 포함된 근거자료
e) 데이터 계산과정에서 활용된 환산인자 및 출처
f)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용 근거
g)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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