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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 동시 해결 방안 및 전략

1. 처음
기후변화는 집중호우, 가뭄, 열파(熱波), 강한 태풍 등 이상기후가 세계
각지에서 관측되어 지구 규모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한편,
대기오염은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태계나 건조물 등
에도 피해를 끼치고 지역 규모로 영향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세계 기상
기구(WMO)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은 산업 혁명
전과 비교해서 이미 약 1℃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5회 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 원인이 되는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산업 혁
명 전과 비교해서 2100년에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2.6℃~4.8℃ 높
아진다."로 보고되고 있다. 또 세계 보건 기구(WHO)에 따르면 경제
발전이 현저한 개발도상국에서 대기 오염이 특히 심하고 2016년에 대
기 오염을 원인의 병으로 숨진 15세 미만 어린이 수가 세계에서 60만
명을 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선진국의 대
량 소비·대량 생산형 생활 스타일을 추종하여 소비 수준을 높여 가면,
기후 변동도 대기 오염도 악화일로로 접어들게 된다.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지구 규모든 지역 규모든 보다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과연, 이것들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을
까? 일본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환경연구소 연구팀은, 이 과제 해결을
향해서, 현상 및 장기적인 경제 변동, 인구 동태, 기술 변천, 사회 시스
템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대책과 그러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기후변화 대책과 대기오염 대책 조합방식이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대책이 유효한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원인물질과 그것들의 발생원 및 환경영향에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산화 질소(N2O), 염화 불화 탄소(CFCs,
HCFCs, HFCs, PFCs, SF6, NF3)등이 있다. 또, 대기오염 물질도, 건
강이나 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 뿐 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은 블랙 카본(BC) 대류권 오존(O3)등 온실
효과를 갖는 것으로, 유황 산화물(SOx) 질소 산화물(NOx)등이 미세
물질(PM)로 냉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류 된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
중 수명(대기 중에 잔존하는 연수)이 며칠부터 몇 십 년과 비교적 짧
고, 온실 효과를 갖는 물질인 BC, 대류권 O3, CH4 및 HFCs는 "짧은
수명 기후 오염 물질(SLCPs:Short-Lived Climate Pollutants)"이라
고 불린다. SLCP는 대기수명이 짧기 때문에, 삭감 대책에 의한 온난화
억제 효과도 단기간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이기도 한
SLCP를 삭감하면,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이나 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
에 대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한편, CO2, PFCs, SF6, NF3 온실 가
스는 수백 년과 대기 중에 머물고 있기 때문 오랜 수명의 온실 가스로
불리며 한번 대기 중에 방출하면 오랫동안 온난화에 기여하기 위한 단
기적 일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삭감 대책이 필요하다. 가스 종류에
의해서 주요 발생원이 다르지만, 특히 CO2, 대기 오염 물질(SOx,
NOx, PM등), SLCP인 BC에 주목하면, 그 발생원은 공통적으로 화석
연료 연소에서 유래하는 배출량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
문에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대책을 취하면, 기후변화 대책도 대기오염
대책도 된다는 공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책 편
성에 따라서, 어떤 대책에 의한 삭감 효과를 다른 대책에 의해서 상쇄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전
기 자동차를 비교한다. 가솔린·디젤(경유)을 소비하는 자동차, 이륜차
에서 전기 자동차, 이륜차로 갈아탈 경우 CO2, NOx, BC, PM 등 직접
적인 배출 감축되는 연도, 대기 오염은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
러나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발전 부문에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커
서 전기 자동차, 이륜차 이용 증가에 따른 전기 소비량에 의한 간접적

배출량(즉, 석탄 화력 발전소의 CO2, SO2, BC, PM등 배출량)이 늘어
나게 된다. 따라서, 지역 전체로 보았을 때, 전기 자동차·이륜차 보급
에 의한 직접적 배출 삭감 효과가, 전기 소비에 의한 간접적 배출 증가
효과에 의해 상쇄된다. 특히 SO2의 경우 휘발유·디젤에서 유래하는
SO2 배출량보다 석탄 화력 발전에 유래하는 SO2배출량이 커서 전기
자동차, 이륜차가 보급되면서 석탄 화력 발전 이용을 계속하면, SO2배
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전기 자동차, 이륜차 보급과 동시에 발전
부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을 조합하면, CO2, SO2, NOx, BC,
PM등을 동시에 대폭 삭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원에 있어서 특정 대기오염 물질을 집중적으로 회수·제거하는 탈황장
치(脱硫装置), 탈초 장치(脱硝装置), 집진장치(集塵装置), 등 설치하는
대책을 조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가스의 종류별로 주된 발생원이
나 그 발생량이 다르고, 또 대책 종류에 따라서 가스종별 삭감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원의 특징에 따른 적절한 대책 편성이 매우 중요시
된다.

3.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해결하는 미래 시나리오 전략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어떤 논의
가 진행되고 있을까?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제21회 체결국 회
의(COP21)에서는 "산업 혁명 전과 비교한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상승
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목표(2℃ 목표)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들로 합의 되었다. "2℃ 목표"를 실현하려면 세계 각국이
협력하고 기술의 고효율화·에너지 절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화
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재생 가능 에
너지 전환은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해서 배출되는 SO2, NOx등 대기 오
염 물질을 줄이고 인류 건강과 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은 경감하게 된
다. 그러나 SO2, NOx등 대기 오염 물질에는 지역적인 냉각 효과가 있
기 때문 동시에 온난화를 어느 정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와 대기오염 동시 해결"을 위해 검토할 때에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건강 및 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 수명이 짧고 온실효과가 있는 SLCPs
를 조기에 대폭 삭감하는 것은 온난화 억제에도 또한 대기오염 경감에
도 효과적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2℃ 목표 시나리오 달성을 위
한 기후 변화 대책과 인류 건강 영향이나 환경 영향 경감 대책을 동시
에 실현하고, 다시 2℃ 목표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조기 SLCPs 삭
감"을 실현하는 장래 시나리오를 국제적 논의하는 것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다지역 다부문의 기술적립
선택 모델(AIM/Enduse 모델)을 이용해, 그러한 장래 시나리오를 "탐
색" 한다. 국가별 부문별·가스 종류에 배출 증감 경향이 다르며, 또한
가스 종류에 대폭 삭감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조합이 다르기 때문 대
책 조합을 분석하고 최종적인 시나리오에 대하여 상승효과·상쇄 효과
의 추세를 분석한다면. 그 결과 세계 전체 및 아시아 전체에서 볼 때
CO2배출 경로는 유사해도 대책 기술 조합에 대기 오염 물질(SO2,
NOx, PM, 유기농 카본[OC], 일산화탄소[CO], 비 메탄 휘발성 유기
화합물[NMVOC]) 및

SLCP(특히 BC) 배출 경로는 크게 다름을 알

게 되었다. 특히 SLCPs의 조기 감축 시나리오로서 BC나 CH4의 배출
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대책"과 NOx, CO, NMVOC 배출원에 대해
서 대책을 취하기로 대류권 O3생성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감축 대책"
에 주목하면, 1)발전 부문에서 전원 구성, 2)발전 산업 부문에서 CO2
회수 저류, 3)가정·업무·운수 부문 전화율 촉진, 4)발전·산업·운수
부문 제거 장치 도입 촉진에 관한 미래 시나리오, 설정 결과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대책 도입 강도 및 편성
을 고려하여 추산한 아시아 주요한 가스종 배출 경로 차이를 분석하게
된다. 그 결과 1)BC를 대폭 삭감하면서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SO2도
충분히 줄이고 2)대류권 O3의 억제 때문에 전구물질인 NOx, CO,
NMVOC를 줄이고, 또 대기 중 CH4증가 억제 때문에 NOx와 CO을
동시에 절감하고 3)SO2, NOx, NMVOC감축에 따른 지역적인 냉각 효
과 저감(=온난화 영향의 증가)에 의한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2℃ 목
표로 실현하는 대책을 취하면서,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강화, 민생·
운송에서

전화

촉진,

오염

방제

대책은

강화

지속을

추진하는

(2D-EoPmid-RESBLDTRT)"시나리오가 종합적으로 기후 변화와 대
기 오염을 동시 해결하는 시나리오로서 효과적인 전략이라 분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 결과의 해석을 간략화 시키고, 태블릿
상에서도 거동하는 간이평가 도구 AIM/SLCP(Scenario Lookup by
Coalition for Protecting environment tool)를 개발했다. 이 툴에 의
해서, 정책 결정자를 포함한 일반 유저가 독자적으로 장래 시나리오를
검토해, 가스 종별 배출량, 삭감량 뿐만이 아니라, 환경 영향이나 건강
영향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http://www-iam.nies.go.jp/aim/data_tools/S12/에서 공개하고 있다.
주요 대책의 조합 방식에 의해서 어떤 가스 종이 어떻게 증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장래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

4. SLCPs 삭감의 유효성 전략과 온난화 억제와 "대기환경보전" 동시
실현을 위해 (온난화의 원인 물질이자 대기오염 물질인 "SLCPs")

SLCPs이라는 물질은 즉, 짧은 수명 기후 오염 물질,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은 대기 중에서 수명이 CO2와 비교해서 비교적
짧으며(며칠 수십 년 정도, CO2는 수만 년 정도) 대기 온도를 상승시
키는 성질을 갖는 물질의 총칭이다. 구체적으로 흑색 탄소(블랙 카본),
메탄, 대류권 오존, HFCs(하이드로 탄화 불소)이 SLCPs의 매듭에 포
함된다(*1). 흑색탄소와 대류권 오존은 인간의 건강이나 농작물, 생태계
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이며, 또한 메탄은 대류권 오존의 생성
을 가속화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SLCPT 온난화
의 한 요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5. SLCPs 배출삭감 대책을 둘러싼 움직임
기후 변동 완화 방안의 중심에 놓여졌던 CO2 배출 삭감에다 SLCPs의
배출 감축의 중요성이 근년에 이르러 인식되어 왔다. 2011년 유엔 환
경 계획(UNEP)및 세계 기상 기구(WMO)에서 "흑색 탄소와 대류권
오존의 통합 평가 보고서(*2)"에서 SLCPs의 영향에 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SLCPs를 줄이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CCAC)이 UNEP아래에 설립되어 일본은 이에 가입하고 있
다. 최근 동향에선 2018년 10월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이 공표한 "1.5℃ 특별 보고서(*3)"에서 기온 상승을 1.5℃에
제한하고 배출 경로는 메탄과 흑색 탄소 배출량 대폭 삭감을 수반하는
(*4)과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받아 UNEP가 "SLCPs를 삭감하

지 않고 1.5℃까지 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 자료
(*5)을

공표했다. 이와 같이 SLCPs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분석, 국제적

인 배출삭감을 향한 대처는 활발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

6. SLCPs 배출삭감에 따른 온난화 억제효과
SLCPs 감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근거는 SLCPs 배출 삭감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로 나
타난다. 한 가지 축은 산업 혁명 이전인 1890년부터 1910년 평균 기
온의 온도 상승을 나타내고, 또 한 가지 축은 세대적 변화(2009년까지
는 실제 관측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CO2만 감축하는 경우
(보라 색 라인)에서는 2070년 시점에서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 혁명
이전보다 2℃에 누르기는 미흡하며 CO2와 SLCPs 쌍방을 삭감하는
경우(분홍색의 라인)에서 처음으로 2℃ 이내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2만 감축하는 경우와 SLCPs만 감축하는 경우(파
란 색 라인)을 비교했을 경우, 2070년 시점에서 결과 사례(녹색의 라
인)의 기온 상승 억제 효과는 거의 동등하며, 2070년 이전에는
SLCPs만 감축하는 경우가 더 큰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기 대책이 가능한 SLCPs의 배출 감소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온난화 영향의 완화책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7. 온난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SLCPs 배출 감소 전략
SLCPs의 감축의 중요성이 인식된 또 한 가지 이유로, CO2와 비교하
여 "삭감 행위에 명시적인 편익이 부대하는 "점이 꼽힌다. 특히 파리협
정 준수를 위한 온실가스 대폭 삭감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대기오염이

사회문제로 심각해지는 개발도상국에서 SLCPs의 배출삭감은 온난화
문제뿐 만 아니라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
적인 방책이 전략화 될 수 있다. 대기환경 보전이 가져오는 건강피해·
농작물 피해 저감, 생태계 보호 등의 편익은 각국의 지속적인 개발목표
(SDGs) 실현과도 친화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삭감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책 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한 국제 공헌이 된다. SLCPs의 삭감 대책으로서 구체적
으로는 연료소비를 억제하는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기술 보급·전
화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집진장치의 도입·저배출 가
스 차의 보급·폐기물 처리·논 이용 고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 대책의 도상국에 도입에서 일본이나 한국이 가진 노하우와 기술
력을 활용하면서 연구개발 협력이나 기술 도입 지원을 실시해, 세계 규
모 배출 삭감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선진국들에게 향후 요구되는 전략
이다.

8. 결론
이상, SLCPs 대책의 유효성에 대해 논술 해 왔지만, SLCPs가 갖는
과학적인 성질이나 대기 중에서 거동, 강수변화 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
만 오늘날에도 화학수송모델이나 대기 순환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일
취월보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IPCC차기 통합 평가 보고서(AR6)에
서는 또 다른 견해의 집약에 기대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과
달리 일본 환경부에서는 환경 연구 종합 추진비 전략적 연구 개발 영
역 과제(*6)에서 배출 목록, 아시아 태평양 통합 평가 모델, 화학 수송
모델 역 추정 모델, 전 지구 기후 모델 등 평가·분석 도구를 통합한 "
통합 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과 이를 이용한 SLCPs삭감 시책의 첨단
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MIZUHO 정보총연(情報總硏)에서도 본
연구팀에 참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SLCPs 삭감 정책 책정에
이바지하는 분석, 또 해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발신에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난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SLCPs 배출 감소 전략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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