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4, pp. 299~306

DOI: http://doi.org/10.15531/KSCCR.2021.12.4.299

http://www.ekscc.re.kr

1. 서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건설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후변화 이슈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건설업은 각 국에서 중요한 에너지 소비 분

야이고 환경부하에 영향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국가 통

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업은 국내총생산

(GDP)의 4.8 ∼ 6.0%를 차지하며 한국경제에 있어 역사적으

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

만 톤CO2-eq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1990년 대비 149.0% 증
가한 수치이다(GIR, 2020). 한국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2010년 1월 제정)’을 통하여 발전, 산업, 수송, 건물, 공
공 등 전 부문에 걸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고, ‘시행령’ 제25조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

스 총배출량을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4%만큼 감

축하는 것으로 국가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2011
년에 설정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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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s usual, BAU) 대비 7.1%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Korean Government, 2011). 건설업이 산업

분야에 속하여 있음을 감안 할 때 산업부문 전체의 감축 목

표가 18.2%로 설정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건설

업의 보수적 특성과 제조업과 다른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

여 볼 때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Yi, 2012). 
또한 국내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등의 결과

나 연구가 상세하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
건설업은 제조업 등의 타부문과 달리 단품 수주산업으로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건설 목적물(건물, 인프라 등)이 건설

되므로 규격과 성능이 각기 다르게 된다. 또한 하나의 프로

젝트에 다공정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투입되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생산방법(공법 및 공정)이 바뀌고 기후 

및 계절적 영향도 받게 되는 복잡한 산업이다. 따라서 건설

업의 프로젝트 당 온실가스 등의 환경부하를 계산해 내는 것

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되며, 국가 규모에서 건설업이라는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여

겨지고 있다.
신기후체제 상에서 한 국가는 모든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량 산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업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과 감축 이행을 위해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이 산업전체에서 또는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나 영향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과 그 배출 특성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근거로 건설현장 및 건

설장비의 에너지 소비로 인하여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연도별 배출량의 변화와 건설업의 

활동자료인 건설수주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출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국내 

건설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그 특성에 대한 정보와 전

체적인 검토에 관한 정보를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설업은 산업 업종으로써 일반적으로 주거 및 비주

거용 건물의 건축건설 활동과 각종 목적물의 건설 활동

인 토목공사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 활동을 나타내는 

조직경계로 정의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토목공사, 건

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과 

기계설비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포함

한다. 
본 연구는 활동자료로써 상기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건

설장비의 가동 및 운영, 현장 내에서의 자재 운반과 건설

현장에서의 현장 시공 및 조립, 설치, 시공관리 등에서 소

비되는 에너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의 에너지 소

비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건설공사에 투여되는 건설자재의 생산과정 동안에 발생하

는 에너지 소비량(자재의 내재에너지) 및 건설된 후에 건

물 또는 시설물의 운영유지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온

실가스 배출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IPCC, 1996)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

출량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은 배출시설(배출원)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산정등급인 Tier수준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온실가

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Emissions GHGfuel

     ×  ×  ×  ×               (1)

여기서, 
EmissionsGHGfuel : 연료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

Qifuel: 에너지사용량 [unit, 연료단위]

ECi: 연료별 발열량 [kcal/unit]

EFij: 탄소배출계수 [TC/kcal]

fi: 연료별 산화율

GWP: 온실가스별 CO2 등가계수

본 연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은 IPCC 1996 가이

드라인에 따라 식 (2)을 적용하고, Tier 1수준을 적용하였

다. 국가 에너지통계(KEEI, 2020)에서 건설업에서 소비되

는 에너지원별 소비량에 연료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건설업 전체에

서 발생하는 년간 총 온실가스는 식 (3)과 같이 에너지원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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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s GHGfuel

 Fuel Consumptionfuel × Emission FactorGHGfuel  (2)

EmissionsGHG  
fuels

EmissionsGHGfuel       (3)

여기서, 
FuelConsumptionfuel : 연료 종류별 소비량

EmissionFactorGHGfuel : 연료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EmissionsGHG :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적용된 연

료별 탄소계수 및 산화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다음 

Table 1과 같다.

Division
Carbon 
Factor

[TC/TJ]

Oxidation 
Quotient

GHG Emissions 
Factor

[CO2-eq/TOE]

Petroleum 
Oil

Gasoline 18.9 0.99 2.899

Kerosene 19.6 0.99 2.995

Diesel 20.2 0.99 3.087

Heavy Oil 21.1 0.99 3.223

LPG 17.2 0.995 2.633

City Gas 15.3 0.995 2.343

TC: Ton Carbon (103 Carbon Amount)
TJ: Tera Joule (Energy Unit)
CO2-eq: CO2 Equivalent of GHG, Amount of CO2, CH4, and N2O 
multiplied by Equivalent Coefficient (CO2 = 1, CH4 = 21, N2O = 310)

Table 1. GHG emissions factor per energy source

2.2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식

모든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이용 현황, 에너지 생산성의 

향상, 에너지절약 정도 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원
단위(Intensity)’를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원단위는 

제품(중량 기준(kg)), 면적(㎡) 또는 금액(원) 등의 한 단위

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나타

내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에

너지 원단위와 같은 건설생산 활동의 한 단위에 의해 배

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emission intensity)를 산

출하였다. 즉, 기준단위를 생산할 때 또는 활동을 수행

할 때 발생되는 CO2 배출량이 얼마인가를 도출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건설수주액’을 건설생산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하였다.

  or

          (4)

여기서, 
 :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EmissionsGHG :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2-eq]
Costor : 연도별 건설수주액 [백만원]

배출 원단위 산출을 위한 식은 식 (4)와 같다. 건설산

업의 건설수주액 기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건설업의 

1단위(백만원) 건설수주액 규모에 의해 온실가스가 얼마

나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그 수치

가 클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건설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

정하기 위해 신축단계에서 투입되는 소요자재별 에너지소

비량과 CO2 배출량, 시공과정의 에너지소비량과 CO2 배

출량을 산정하는 몇몇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Kim et al. (2004)은 건설자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

출 원단위 산출을 위한 연구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였다. 시공단계의 산출범위는 건설기계장

비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하여 산출하였고, 신축 공

동주택의 사례연구로부터 시공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
출량은 건설자재에 의한 배출량의 2.8%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6)은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구분하여 도출한 바가 있다. 
2000년 산업연관표로부터 에너지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2000년 기준의 국내 건설부문별 에너지 소비량과 CO2-eq 배출

량을 분석하였다. 국내 최초로 국가 건설부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높다. 산출된 

건설업의 직접 배출량은 2000년 기준으로 6.4백만 톤CO2-eq

로 전체산업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2000년 산업연관표로부터 분석된 결과로 2000년 기준의 시

계열적 한계와 간접적인 산출방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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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f와 Aidan (2010)은 아일랜드의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감축 잠재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정방법은 Kim (2004)의 연구와 같이 산업연관분

석법을 활용하였다.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건설현장에

서 장비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과 자재 생산, 골재

채취 등 간접배출로 구분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 아일랜드의 건설업은 13.81백만 톤CO2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7%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i et al. (2010)은 건설장비와 부수 건설자재에 기반하

여 LCA (Life Cycle Assessment) 평가법을 활용하여 건설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를 산출하였다. 샘플사례를 통해 각 

시설물의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제한된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부하 영향을 도출하였다.
Yi (2012)는 개별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현장에서의 장

비의 가동과 자재의 설치, 운송에 관한 에너지 소모 및 온

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Yi et al. 
(2014)은 건설공정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노무자에 의해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확률․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시공의 계획단계에서 CO2 
발생량을 추정하여 단일 프로젝트의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였다. 건설업 전반에 

대한 평가에 활용되기 어렵고, 건설장비의 성능데이터와 

노무자관련 변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에 한계를 제

시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의 주체인 국가가 모든 부문의 온

실가스 감축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활동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국가 레벨의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

정하고, 연도별 배출량의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4. 국내 건설업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건설업에서 건설 활동을 통해 소비되는 에

너지 소비량과 건설업의 경제활동 자료로서 건설수주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4.1 건설업 에너지 소비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에너지통계에 나타난 건설부문의 

에너지소비 통계를 조사․분석하여 건설부문의 활동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산출하고 에너지원을 분석하였다. 

활용된 국가 에너지통계는 ‘에너지통계연보(KEEI, 2020)’
로 에너지공급사가 매월 생산 또는 업종별로 판매하는 에

너지 실적을 보고 받아 작성하는 보고 통계로 에너지수요

와 공급에 관한 기초통계이다. 
먼저 국내 에너지통계에 따른 부문별 에너지소비의 구성

을 살펴보면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

부문으로 구성된다. 건설업의 에너지소비량은 산업부문에 

속하며 산업부분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0년에 36.14백만

TOE에서 2000년에는 84.34백만 TOE로 약 2.3배 증가하였

고 2010년에는 116.59백만 TOE로 1990년 대비 약 3.2배 소

비량이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14.2.9백만 TOE로 산업부

문은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61.8%의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건설업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1.36백만

TOE에서 2010년 2.65백만 TOE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

다. 건설산업 활동의 변동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2.51백만 TOE를 기준으로 +8.5% ∼ -9.9% 범위에서 

변동하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2019년에는 2.43백만 TOE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

량의 1.05%를 차지한다. Table 2와 같이 산업부분에서 건설

업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1990년에 3.8%, 2000년 2.5%, 
2010년 2.3%, 2019년 1.7%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Year
[Million TOE]

1990 2000 2010 2018 2019

Final energy consumption 74.7 145.0 195.4 233.4 231.4

Industrial energy 
consumption 36.14 84.2 116.6 143.5 142.9

Construction sector
(Ratio, %)

1.36
(3.8)

2.14
(2.5)

2.65
(2.3)

2.46
(1.72)

2.43
(1.70)

Table 2. Energy consumption variation from domestic

construction sector

건설업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류 연료와 

LPG, 도시가스 그리고 용제, 아스팔트, 기타제품을 포함한 

비연료로 구성된다. 2019년 기준의 에너지통계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업의 에너지 비중은 건설활동의 연료 

연소 등의 직접에너지로 사용된 석유류가 726.7천 TOE로 

29.9%를 차지하고, LPG가 20.2천 TOE로 0.8%, 도시가스 

1.99천 TOE로 0.01%, 도로포장 등 건설에 사용된 아스팔

트(용제 포함)가 1,684.1천 TOE로 69.2%를 구성한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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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아스팔트를 제외한 석유류의 에너지소비가 높은 것은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현장 시설 및 건설장비에 의한 에너

지소비 즉, 경유, 휘발유 등의 사용이 높고 운반 및 현장 

시공, 조립 등의 활동에 의한 건설현장에서의 에너지소비

량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의 연구에서도 건설부문에서 에너지원별 소비량의 

분석에서 경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으로 휘발유, 전력, 등유, 중유, LPG 순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EPA (2009)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건설부문의 연료 소비량 

중 약 88%가 휘발유와 경유가 차지하며 약 12%를 연료용 

천연가스 소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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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nual variations of energy source 

composition in construction sector 

Fig. 1은 건설부문의 에너지원 구성 및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건설부문의 총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3.9%의 증가를 보였다. 또
한 아스팔트 소비를 제외한 건설활동에 사용된 에너지(석
유류 및 LPG)의 증가는 연평균 약 3.4%에 이른다. 건설경

기 변동의 영향을 받아 증가 폭은 다르지만 꾸준히 건설부

분의 에너지소비량은 증가해오고 있다. 

4.2 국내 건설수주액 현황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의 산업 규모를 나타낸다. 한국은

행의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보고된 국내 

건설수주액을 살펴보면(Fig. 2), 1990년 약 21조원 규모에

서 2000년에 약 41.8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2007년 112.5
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에 77.9조원까지 낮아졌

다.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9년에 154.2조원, 2020년에 

179.6조원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1,933.2조이므로 건설업의 규모는 9.3%를 차지한다.
건설수주액은 발주처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주택, 업무시설, 공장 등을 건설하는 건

축공사부문과 도로, 교량, 철도, 항만, 송전, 댐 등을 조성

하는 토목 엔지니어링(인프라)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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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omestic construction orders size and status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의 건설업은 토목공사의 

대부분이 공공 발주에 의한 공공부문으로 구성되며, 건축

공사는 학교 또는 관공서 등의 공공 시설물 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민간의 사업 개발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

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민간공사(건축공사)가 공공공

사의 약 4배 수준으로 높아 활동인자 측면에서 민간공사

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토목분야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도로 및 교량, 철

도분야이며, 2008년 이후 하천분야가 크게 성장한 반면, 토
지조성공사는 2007년 이후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의 시장규모는 주택분야가 가장 크며, 사무실 및 점포 

순이나, 관공서 등 공공건물에 대한 시장규모도 2008년 이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건축공사의 

수주액 비중이 79.9%이고 토목공사가 20.1%를 차지한다.

5. 연구결과

5.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본 연구에서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2007
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1백만 톤CO2-eq로 나타났다. 
2010년 배출량은 2.67백만 톤CO2-eq이고, 2017년에 2.38백

만 톤CO2-eq, 2018년 2.33백만 톤CO2-eq, 2019년엔 2.30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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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CO2-eq으로 나타났다. Fig. 3에 산출결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1990년 배출량

은 1.68백만 톤CO2-eq에서 1998년까지 1.07백만 톤CO2-eq

로 줄어들었으나, 2006년에 2.78백만 톤CO2-eq까지 1998년 

대비 약 2.6배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6년 이후 2019년까

지 연평균 –1.2%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배출량은 평

균 2.50백만 톤CO2-eq임을 알 수 있다. 
연도 구간별(10년)로 살펴보면,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0.2%로 감소하

였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6.8%로 증가하다가 2011
년부터 2019년까지는 –1.3%로 낮아지면서 일정수준(2.5
백만 톤CO2-eq)로 유지되다 2017년부터 다소 배출량이 저

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건설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20년 배출전

망 대비 7.1% 감축으로 목표배출량이 2.8백만 톤CO2-eq임

을 감안할 때 2020년 목표는 달성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건설부문에서의 정책적, 기술적 감축

방안 및 이행계획 등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2030
년 감축로드맵 목표 등도 제시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감축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판

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건설부문의 어느 부문

에서, 어떠한 이유로 배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상

향식 방식의 상세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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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ual variations of GHG emission in 

construction sector (1990-2019)

에너지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건설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건설 활동에 사용되는 석유류인 휘

발유, 등유, 경유 등에 의한 배출량이 97.7%를 차지하며 

LPG 사용에 의한 배출량 2.3%, 도시가스는 0.01%로 미미

하다. 도로공사 및 방수공사 등에서 도로의 포장 및 시설

물의 방수 등을 위한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

는 아스팔트 소비량은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

므로 본 연구의 온실가스 산출에서는 제외하였다.
2018년에 보고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 및 2020년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는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

표량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의 언론 보

도자료(2011)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건설업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2.5백만 톤CO2-eq로 국가 전체 배출량인 

610.5 백만 톤CO2-eq의 약 0.4%를 차지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상기 2007년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를 본 

연구의 산출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분

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건설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였고, 미

국의 총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EPA, 2009).

5.2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분석

Fig. 4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의 연도별 변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0.08
톤CO2-eq/백만원)부터 1996년(0.021톤CO2-eq/백만원)까지 연

평균 약 19.8% 급격한 감소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가 낮아졌다. 이는 건설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생산

활동 단위 당 크게 저감된 것으로서, 1990년대 건설기술의 

향상, Value Engineering을 통한 시공 공정의 효율화와 건

설장비의 연비 개선 등에 의해 건설공사의 효율화 과정을 통

해 배출 원단위가 크게 낮아진 시기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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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nual variations of GHG emission intensity 

in construction sector (199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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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건설공사 수주액 백만원 당 0.015톤CO2-eq의 

배출 원단위로 나타났고, 1996년 이후 2019년까지 원단위

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0.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의 수준을 비교

하기 위해 수집 가능한 국내외 연구결과와 그 값을 비교하

였다. Table 3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건설부문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결과 A)와 국내 타 연구결과(결과 B (KICT, 
2006)) 및 미국(결과 C (EPA, 2009))의 건설부문 온실가

스 배출 원단위를 비교하였다.

Intensity
 Year Result A Result B (Domestic)

2000년 기준 0.035 0.027 ∼ 0.276

Intensity
 Year Result A Result C (USA)*

2002년 기준 0.024 0.192
* Source Result Value: 0.23 metric ton CO2/Thousand USD, with 
Exchange Rate 1,200 KRW/USD 

Table 3. Comparison of intensity from construction

sector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도출한 2000년도의 국내 건설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인 결과 B가 건설공사 종류

에 따른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하여 각 세부 건설부문의 

배출 원단위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건설부문 전체의 원

단위인 결과 A를 배출 원단위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2002년 기준 결과인 배출 원단위 결과 C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배출 원단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결과의 비교에 있어 미국의 건설업 원단위 결과는 

2002년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국 경제총조사보고

서(Economic census)의 건설부문 부가가치액을 활용한 점

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결론

한국의 건설업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검토하고 온실가

스 배출량과 연도별 배출량의 변화, 건설수주액 대비 배출 

원단위의 산출을 통해 그 수준과 증감 추세를 분석하였다.
산업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건설업은 한 국가의 건축물

과 인프라 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통해 건설 목적물

의 환경부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주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의 요인으로도 신중히 검토되어

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건설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국내의 활동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국내 건설업의 활동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 2.43백만 TOE로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 중 1.05%의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업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은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류와 

LPG, 도시가스로 구성된다. 이중 석유류는 726.7천 TOE이

며 29.9%를 차지한다.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2007년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2.51백만 톤CO2-eq으로 정부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발표한 건설업의 배출량인 2.5백

만 톤CO2-eq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1998년에 

1.07백만 톤CO2-eq으로 가장 낮게 배출되었으며 2006년에

는 2.78백만 톤CO2-eq로 1998년 대비 약 2.6배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이후 2019년까지 건설

업의 배출량은 연평균 –1.2%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연간 평균 배출량은 2.50백만 톤CO2-eq로 산출되었다.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건

설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건설수주액을 기준으로 CO2-eq 배
출 원단위를 산출하였다.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는 0.02 톤CO2-eq/백만원 수준이고, 1996년 이후 2019년까

지 원단위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0.3%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문에 의한 단기 수주산업이

며 한정된 토지자원의 의존도가 높고 규격과 성능이 다

양한 단품 수주산업, 다공정의 생산활동을 통한 산업활동

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복잡화에 기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활동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

감을 위한 고연비의 건설장비 활용 및 에너지 저감형 건

설공법 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Adolf and Aidan, 
2010).

향후, 현재는 수집이 어려운 건설업 업종별 활동 데이터 

및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자료에 대한 수집 체계를 마련하

고, 건설업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관한 분석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자는 유용한 기반데이터의 활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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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내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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