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시사점

이 지 언

2020년 2학기세종대기후변화과학발표자료



「지구온난화 1.5℃」 개요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

(파리협정 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
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

※ IPCC 5차 보고서(’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
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
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 채택

•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 승인, 2017~2018
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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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1.5℃」 보고서 표지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Alisa Singer의
“Time to choose”라는 작품



「지구온난화 1.5℃」 개요

• 작성: 집필진 40개국 91명, 검토자 수천 명(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 배경 자료: 전 세계 연구결과(논문, 국가 보고서 등) 6천 건 이상

• 주요 내용: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
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보고서 목차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makers, SPM)

• 기술요약서(Technical Summary, TS)

• 제1장: 맥락 및 배경

• 제2장: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1.5℃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

• 제3장: 1.5℃ 지구 온난화가 자연계 및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

• 제4장: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및 이행

• 제5장: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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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1.5℃의 이해

• 인간 활동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0℃의 지구 온난화 유발

• 현재 속도로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1.5℃ 상승 (10년마다 0.2℃ 상승)

•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온난화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

• 그럼에도, 현재까지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 가능성 낮음 (중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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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영향∙리스크 1.5℃ v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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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빙하 상태
잔존 vs 10배 감소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
14% vs 37%

물 부족 인구 증가수
3.5억 vs 4.1억

50% 이상 서식지 감소 생물종

6%       곤충 18%
8%       식물 16%
4%    척추동물 8%

해수면 상승 차이
위험 인구 1천만 명 증가

산호초 감소율
70~90%                 99%



기후 영향∙리스크 1.5℃ v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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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

•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
-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

※오버슛(overshoot):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총 누적배출량을 제한하고, 총 탄소배출총량* 
내 머물러야 함

※탄소 배출총량(carbon budget):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
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

- 2017년 말까지 인간 활동으로 고갈시킨 배출량: 2200±320 GtCO2
- 연간 고갈되는 배출량: 42±3 GtCO2

• 50% 확률로 1.5℃ 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배출총량 580 GtCO2

• 66% 확률일 경우, 420 GtCO2로 추정 (중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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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

•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실패 위험의 확률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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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uidance note for lead authors of the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on 
consistent treatment of uncertainties (IPCC Technical report)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

전 지구적 배출 경로 특징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과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에서의 전지구 인간활동에 기인한 CO2 순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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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 투자 증대
※(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

오버슛 상당 허용→ 화석연료 유지, BECCS* 등 탄소제거 의존, 리스크 증가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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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

「지구온난화 1.5℃」 원전 확대 권고?

• 원자력계,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

• IPCC,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 제시할 뿐 각국 정책 규정하지 않음

• 최근 국내 언론사에서 보고서 오류 공식 확인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
- 반면,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 증가하는 전력수
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 때문(77.12%)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에게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 답변 사실 보도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
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 기후변화 과학 보고서 인용시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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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9163.html?_ns=t1


지속가능발전, 빈곤∙불평등 해소

•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대책으로는 1.5℃ 억제 불가능
-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 3℃ 온난화 초래
-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달성 불가능

※탈탄소 행동 지연 리스크: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

☞5~10년 내 탈탄소 노력 강화를 통해 carbon budget 고갈 방지
☞화석연료 배출 기간 산업시설의 추가 건설 중단 (e.g. 석탄발전, 공항)

•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 고려 강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
등하게 추구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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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빈곤∙불평등 해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기후변화 완화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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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의
상충을 나타냄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5℃ 대응이 요구하는 그림

• UNEP “1.5도 목표 달성하려면, 세계 온실가스 매년 7.6%씩 감축 필요”

※10년 전에는 3.3% 수준

• 만약 또 숙제를 미룰 경우? 2025년부턴 매년 15.5%씩 감축 필요

14자료: UNEP, The Emissions Gap Report 2019 (2019)



한국 2030년 목표에 대한 평가

• 분석기관, 한국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매우 불충분“ 평가

• ☞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2030년 탈탄소 강화 필수

15자료: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2020)



2050 탄소중립 전략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본방향

16자료: 환경부,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발표자료(2020)



「지구온난화 1.5℃」 시사점

• 1.5℃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 관련 과학적 불확실성 존재

• (중요) 목표와 경로 설정은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

-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 감축 노력, 지금 아니면 나중에?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

-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1℃ 수준의 온난화의 영향은 이미 심각. 다가올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

☞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설명, 토론, 시민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

☞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거의 ‘고갈’ 상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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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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