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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블랙카본, 대류권 오존, 메탄, HFCs 등은 대기 중 존재기간이 수일에서 수십년 정
도인 대기오염물질로서 대기 중 체류기간이 이산화탄소 등에 비해 짧아서 “단기 체
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SLCP; Short Lived Climate Pollutants)”이라고 부른다. SLCP
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동시에 인류 건강, 생태계 건강 그리고 농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1). (CCAC, 2014).
SLCP와 이들과 함께 방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지구의 기후시스템과 대기질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SLCP 배출을 억제하고 저감하려는 노력이 인류복지에 빠르고
다양한 이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2). (UNEP & WMO 2011; UNEP 2011a, 2011b).
이에 SLCP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집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UNEP 및 6개국 대표(방글라데시, 캐나다, 가나, 멕시코, 스웨덴, 미국)가 주축이 되
어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CAC;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을 출범시켰다.
2015년 11월 현재기준, 49개 국가, UNEP, World Bank 등 59개 기구(IGO, NGO 등)
가 CCAC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온
난화 유발물질로서 그리고 대기오염물질로서 SLCP 저감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 따
라서 CCAC는 개도국에서의 SLCP의 효율적 저감을 위하여 기후 대기 분야의 정책진
단 및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SLCP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으며, 2012년 12월,
CCAC에 가입하고 작업반 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내의 SLCP 저감정책 및 활동사례
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CCAC 사무국 및 세부 지원사업 담당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 강화 및 참여방안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의 SLCP 저감을 위한 이니셔티브 활동 현황과 CCA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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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원사업을 살펴봄으로써 기후 환경 협력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SLCP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과 기회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동향 분석

1. 기후 및 청정대기 연합(CCAC) 소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SLCP)은 기후변화를 유발하
는 중요한 물질이다3). (Hansen 등, 2007; IPCC, 2013; Bond 등, 2013)
UNEP 등 국제기구들은 SLCP를 저감하기 위한 16가지 대책을 선별하여 그 효과
를 분석한 결과, 2070년까지 2℃ 이내 기온 상승 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4). (UNEP, 2011a, 2011b; OECD, 2009; UN-ECE, 2010)
이와같이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SLCP 감축을 목적으
로 2012년 2월에 조직된 청정대기연합(CCAC;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은
자발적 협의체로 정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환경단체, 기타 시민단체가

파트너

(Partner) 로 주축이 되는 협의체이다. (환경부, 2014) CCAC가 출범이후 스톡홀름 장
관급 회의(‘12.4월)에서 사무국이 개설되었고 과학자문단의 자문위원 구성과 활동계
획 공지 및 이니셔티브 활동 등이 승인되었다.
CCAC의 구성
1. (고위급총회) 파트너의 고위급 관계자 회담으로 CCAC 운영의 전략적 지침 제공
2. (작업반회의) 고위급총회 구성원을 포함한 CCAC의 파트너로 구성되며 작업반회의를 통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활동계획 및 자금조달 요청을 승인
3. (과학자문단) SLCP에 대한 최근 과학관련 동향 제공, 과학적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
4. (사무국) UNEP 파리본부가 CCAC의 사무국 역할(연간계획, 회의 주관, 정보제공 등) 수행
자료: http://www.ccacoalition.org/의 내용 참조

2. 기후 및 청정대기 연합(CCAC) 이니셔티브 활동
CCAC는 SLCP 저감을 위해 현재까지 12개 분야*의 지원사업 사업(이하 ‘이니셔티
브’)을 승인하여 수행 중이다. (http://www.ccacoalition.org/)
* 디젤 자동차 및 엔진, 가정요리 난방, 지속가능 조명기기(‘15.12월 승인) 도시 폐기물, HFCs 저
감, 벽돌생산, 농업, 석유 및 천연가스생산, 지역평가체계, 국가저감계획, 도시보건 등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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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AC 이니셔티브(12개)의 주요 활동
이니셔티브

리드파트너

활동지역

주요내용
◦ 지역 및 국가 규제 절차 개선 지원
- 초저황 연료 및 필터 도입, 연료 규제 강화, 디젤 매연 필터
활용 도시 시범 사업 등(중국, 멕시코, 우루과이, 페루, 케냐,
우간다 등)

페루, 칠레, 방글라 ◦ 녹색수송활동계획 구축 및 이행
데시, 베트남, 라틴
디젤

캐나다, 미국, 아메리카, 동남
ICCT, UNEP

아시아, 극지방,

- 정보공유, 파트너십, 정부와 산업계간의 교류를 통한 녹색수송
프로그램의 확장 및 개선(온라인 세미나, 기술 배경 문서 등)
◦ 세계 저황 전략 개발 및 이행

요르단, 가나,

- 정책 이행, 기술 채택, 자금조달 가능성 관련 모범 사례 강조

아프리카

- 시장 및 투자 조사, 실증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저황연료 도
입가능성 평가
◦ 해운항만 선박 및 청정 연료와 서남아프리카의 차량 규제 기
준을 통한 SLCP 저감 활동 승인
- 선박, 항구 장비, 트럭, 기관차 등에서 PM/BC 저감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나이지리아,
미국

◦ 석유 및 가스 메탄 파트너십
- 배출원 조사, 제어방법 파악 및 배출보고서 작성

전지구적

- 석유 회사들과 MOU 체결 및 기술 지침서 개발
◦ 액체 탄화수소의 회수를 위한 평가와 기술 논증 부문 승인

방글라데시( 다카),
칠레( 바냐델마르), ◦ 폐기물 데이터 수집·분석, 폐기물 관리 방법 파악 및 개선을
캐나다, 일본,
멕시코, 미국,
폐기물

가나(아크라), 콜롬

위한 사전 조사 수행을 위한 도시지원

비아(칼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도시 기초 조사 및 사전타당성 조사
- 퇴비화, 매립가스 사업 관련 사례조사 선정 및 개발

샌디애고), 스웨덴
(스톡홀름)

- 도시교류 사업, 웹기반 지식 플랫폼, 워크숍, 온라인 세미나 등

UNEP, World
베트남(호치민),
◦ 시범운영 의사결정 도구 및 배출량 저감 계산 도구 개발
Bank, 국제폐
나이지리아 ( 라고 - 저감 활동을 통한 SLCP 저감량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 물 협 회
스),
말레이시아
툴킷 개발 중
(ISWA)
(페낭), 미국(뉴욕, ◦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모범 사례 공유

◦ 벽돌 소성로 개선을 위한 기술 적용, 정책 개발 및 이행, 과
학 지식 발전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수립
- 벽돌 소성로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정책 자문 네트워크
콜롬비아,

(PAN) 운영
아프리카, 아시아,
멕 라틴아메리카,
◦ 실무자의 역량 증대 교육

시코, 스위스, 멕시코, 인도, 네
벽돌

- 페루와 브라질( 14) 및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15)에

CEDHA, 지속 팔, 방글라데시, 콜
서 기술 교육 기획 및 교육 자료 개발
가능개발협회 롬비아, 칠레, 나이 ◦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IGSD)

지리아, 브라질, 파

- 1단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정책 보고서 작성
◦ 정보 발전 및 공유
- 웹기반 지식 플랫폼 구축

키스탄, 페루

◦ 기후 관련 대책 수행을 위한 프로토콜 및 도구 개발
- 인벤토리 개발 및 기술 입증을 위한 노력 중
HFC

미국

방글라데시,

칠레, ◦ HFC 대체 기술 및 규제 강화(HFC 대체 기술 사례 조사 및 역량 증

콜롬비아, 가나,

대기술
/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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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리드파트너

활동지역

주요내용
- 정보 공유 및 역량 증대를 위한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
- 웹사이트 지식 플랫폼(HFC-Ville) 개발 중
◦ HFC 인벤토리 수행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 HFC 인벤토리 구축 사업
◦ HFC 대체 기술 입증 사업 및 타당성 조사 수행
- 냉매 대체재에 대한 사례 조사 및 HFC 대체 기술 입증 사업 수행
◦ 사전 투자 보조금 특별 차입 개발
- (GACC의 Spark Fund) SLCP, CO2 저감을 위한 청정 요
리난방 적용 확대를 위한 특별 차입 개발 완료

나이지리아,
가정요리
난방

청정 요리
스토브를 위한
국 제 연 맹

◦ 청정스토브로 인한 배출량 저감 평가 기준과 테스트 프로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콜 개발 및 청정스토브 개발
- SLCP 배출 성능 기준 등을 확립 위한 ISO 기술위원회 협의
◦ 지도자, 정책입안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 및 지지 구축

(GACC)

- 전통 스토브에서 고체 연료 사용이 대기질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
- 언론사,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 글 라 데 시 , 아시아(베트남,

◦ (가축 및 분뇨 관리) 세계 분뇨 지식 정보기관 설립, 기존의

캐나다, 가나, 방글라데시), 라틴
농업

미국, 유럽
위원회,

아메리카 ( 콜롬비 ◦ (벼농사) 최적 관리 방법 파악, 세계 정보 플랫폼 설립

세계 아), 안데스 지방,

은행, ICCI

분뇨 관리 사례 평가, 분뇨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 (노천소각) 노천소각의 특성 파악, 정보 공유 네트워크 설립,
지역 및 작물 맞춤형 시범사업 개발

히말라야

◦ (인식제고) 케로신 램프로 인한 BC 저감의 필요성 홍보 및
기존의 청정 조명기기 전환 프로그램 확대

청정 및
지속가능

◦ (정책지원) 케로신 보조금 정책등 왜곡된 제도개선

UNEP, UNDP 아프리카 지역

◦ (청정 조명기기 기준제시) 청정 조명기기로의 전환을 위한

조명기기

기준제시(과학, 정책, 기술적 측면의 정보구축)
◦ (금융지원) 청정 조명기기의 소비자 생산 중소기업 금융지원
◦ 국가 SNAP 개발 지원
- 1단계 국가들은 국가계획 구축 완료(멕시코, 방글라데시,
가나, 콜롬비아)

멕 시 코 ,
국가저감
계획

U N E P , 멕시코, 가나, 방글 ◦ 국가 계획 절차의 주요 단계지원을 위한 도구 및 접근방법 개선
I U A P P A , 라데시, 콜롬비아

- 경제성 평가, SLCP 배출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SNAP 툴
킷 자금비와 이익 계산기의 소프트웨어화

MCE2, SEI

◦ 세계/지역 프로세스, 이니셔티브, 접근방법 및 국가 SLCP
계획간의 연계 및 협업 조성
◦ 이니셔티브별 맞춤형 자금조달 전략 설계 지원
자금조달

UNEP,
세계은행

◦ 지식 및 혁신을 위한 협력 도구 개발

전지구적

◦ 자금조달에 대한 연합의 지식 및 역량 구축
◦ 영향력 있는 파트너에 협조 요청

멕 시 코 ,
지역평가
체제

U N E P , 라틴아메리카,
I U A P P A , 리브해
ICIMOD, SEI

카

◦ 라틴아메리카와 카브리해(LAC) 지역의 통합적인 SLCP 평가
- 평가 요소 및 보조금 절차에 대한 합의 및 파트너 역할 분
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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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리드파트너

활동지역

주요내용
◦ (scoping) 상황 분석 및 차이 파악
- 기존 도시 이니셔티브와의 차이 및 SLCP 저감이 건강에

WHO, UNEP,
WB,
도시보건

이,

노르웨
자치단체

국제협의회
(ICLEI),
ICIMOD, 미국

전세계 도시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5개 시범도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파악 및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 및 상담
- 건강보건 이니셔티브의 기회, 필요성, 우선순위 파악을 위
한 워크숍 및 회의 개최
◦ (프레임워크, 활동계획 업데이트 및 수정)
-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통한 프레임워크와 활동계획 수정
및 업데이트
- 보고 및 홍보 전략 구축 및 개발

출처 : 환경부(2014) 업데이트
환경부는 2014년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CAC) 논의와 대응방안 연구” 추진을 통
해 CCAC가 추진하는 12개 이니셔티브 활동 중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개도국의
SLCP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4개 이니셔티브(디젤, 도시폐기물, 도시보건,
가정요리 난방)* 를 선정하였다.
* 검토항목: ① 국내기술의 이니셔티브 참여 적절성, ② 국내 관련 산업 역량 보유 여부, ③ 국내
정책 및 산업 연계 가능성, ④적절한 시행자 조재 유무, ⑤ 해외수출사업 혹은 ODA 활동 경험 유무

<표 2> SLCP 이니셔티브 참여 활동
구분

이니셔티브

1

디젤

2

활 동
◦ 지역 및 국가 규제 절차 개선 지원
◦ 디젤매연여과장치 활용 도시 시범 사업

◦ 도시기초조사 및 사전타당성 조사
도시폐기물 ◦ 매립가스 사업 사례조사 선정 및 개발
◦ 도시교류사업

3

가정
요리
난방

◦ 청정스토브 개발 및 보급
◦ 청정스토브로 인한 배출량 저감 평가 기준과 테스트 프로토콜 개발

4

도시
보건

◦ 프레임워크, 활동계획 업데이트 및 수정
◦ SLCP 저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파악 및 검토

출처 : 환경부(2014)
대형 디젤 차량 및 엔진 이니셔티브(HDDI; Heavy duty diesel vehicles & engines
initiative)는 청정연료의 도입을 통해 블랙카본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5). (환경부, 2014) 15년 8월까지 4.3백만 달러의 자금을 할당받았으며, 활동
은 크게 ① 글로벌 연료 황 저감전략 수립 ② 녹색 운송(Green freight) 실행계획
수립 ③ 차량 배출기준 및 저유황 기준 개발 ④ 청정 버스(Soot-free bus) 지원 ⑤
해상수송 분야의 배출 저감 등의 활동 지원하고 있다6).(CCA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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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에서는 입자상 물질/블랙카
본 배출 저감 지원, 차량 교체사업을 통한 배출 저감 모범사례에 백서 제작, 청정
연료 및 차량을 위한 ASEAN 연합 구성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연료시장 분석과 디젤매연 여과장치, 저황연료 관련 정책 및 기술적 지원하고 있으
며, 중국에서는 China 6* 기준 개발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우루과이 및 페루에서
는 버스 대상 저황 디젤 연료 및 디젤매연 여과장치(DPF) 부착사업을 위한 국가 정
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China 6는 NOx 0.4g/kWh, PM 0.01g/kWh 규제 (China 5: NOx 2.0g/kWh, PM 0.02 g/kWh)

도시폐기물 이니셔티브는 지역과 정부의 지원 하에 개도국 도시의 폐기물 체계를
메탄과 블랙카본 저감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캐나다, 일
본, 멕시코, 미국, UNEP, 국제폐기물협회(ISWA),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World
Bank 등이 리드파트너로 활동 중이다7). (환경부, 2014) ‘12년 4월 이니셔티브 승인
이후, 1단계 도시분석, 2단계 지원계획 수립, 3단계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4.2백만 달러를 할당받았으며( 12.8~ 17.4), 가나의 아크라, 콜롬비아의
칼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등 17개국 21개 도시를 대상으로 활동 중이다. 폐기
물 이니셔티브는 SLCP 저감을 위한 도시행동 확대, 폐기물 관리정책 개선을 통한
국가역량 증대, CCAC 대상 도시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및 도시로의 활동확대의 세가
지 목적으로 운영되며,

폐기물 데이터 수집·분석, 폐기물 관리 방법 파악 및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waste.ccac-knowledge.net)을 지원하고 있
다8).(CCAC, 2015)
가정요리난방 이니셔티브는 비용 효과적인 청정 연료 및 스토브 도입으로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개도국의 SLCP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9).
(환경부, 2014) 2013년 5월 가정요리난방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15년 8월까지 추
진계획을 갖는 이니셔티브 첫 사업에 총 1,400,000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초
기의 자금은 청청 스토브의 블랙카본 저감효과를 테스트 하고, SLCP를 저감하는 목
적으로 운영되는 GACC(Global Alliance for Clean Cookstoves)의 스파크 펀드를 확
대하고 정책결정자 및 지역 리더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GACC와 나이지리아 주도로 운영되었다10).(CCAC, 2015)
1차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① 블랙카본, 온실가스 및 SLCP 배출을 저감하는 사회
적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하여 GACC의 스파크 펀드 확대 및 자금조달 방안 제
시, ② 청정 스토브 및 조리기구 등의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③ 블랙 카본, 미
세먼지, ④ 기타 SLCP 배출량 감소 평가를 위한 명확한 표준 마련 및 사업점검 추
진, ⑤ 정책 결정자에 기존의 스토브 및 화덕사용이 미치는 영향 및 청정 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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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난방 도입의 인식제고 등을 추진하였다11).(CCAC, 2015)
2015년 8월 1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5월 작업반 회의를 통해 두 가지
사업이 제안되었다. 그 중 하나는 ① 가정 난방 개선을 통해 블랙카본을 저감을 정
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핵심인사 발굴, ② 에코라벨 기준 수립, ③ ‘Burn Right for
our Climate’ 캠페인 추진, ④ 난방기구-조리기구 기후 회의 운영, ⑤ 스토브 제조사
협력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청정 스토브 등의 테스트를 통해 개선된 기술이 적용
될 수 있도록 ① 에코라벨 기준개선 및 적용 사업과 ② 청정 난방 및 조리시설 개
선에

입각한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에코라벨

기준마련을

위해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블랙카본 산정기법 개발을 위
해 Gold Standard Foundation(GS)와도 협력 중이다12).(CCAC, 2015)
도시보건 이니셔티브는 도시에서의 SLCP 저감 실현을 목적으로, 도시보건과 발전
의 상호보완, 대기오염물질 저감, 건강 혜택간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
다13). (환경부, 2014) 리드파트너에는 WHO, World Bank, 노르웨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ICIMOD, UNEP, 미국 등이 있으며, 2014년 9월에 활동 최
종 승인받았다. 아크라(가나), 라고스(나이지리아), 카트만두(네팔) 등 파트너 도시와
국가를 선정하고, WHO의 기후변화 및 건강보건 컨퍼런스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
고 있다.
도시보건 이니셔티브는 SLCP 저감을 통한 도시 환경의 개선과 건강 혜택과의 연계
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2014년 9월 작업반 회의를 통해 이니셔티브 활
동이 최종 승인되었다14).(환경부, 2014)
도시보건 이니셔티브의 첫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수행되었으
며, '갭 분석'을 통한 도시 활동을 평가, 이해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시보건
이니셔티브의 파일럿 사업 대상인 5개 도시의 선별기준 마련 등 세 가지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도시보건 이니셔티브 사업의 실행기관은 보건 분야의 노하우를 보유
한 WHO(세계보건기구)이며, ICLEI, UNEP, 세계은행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도시보건 이니셔티브는 현재 도시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 폐기물 이니셔티브, 대형
디젤 차량 및 엔진 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도시단위의 SLCP 감
축전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협력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다15).(CCA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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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CCAC 이니셔티브 참여방안
CCAC 이니셔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선진국은 HFCs 이니셔티브 등의 참여를 통하
여 SLCP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도록 CCAC 참여국가의 제도개선 촉구 및
기술도입을 위한 정보제공을 추진 중이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CCAC 활동에 지원
되는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자국의 기후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
는 모습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CCAC 참여를 통하여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내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하는 한편, SLCP 저감을 위
한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국형 대기질 정책 및 기술
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년도 환경부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디젤, 도시폐기물, 가
정요리 난방, 도시보건 등 4개 유망 이니셔티브 및 선진국의 각 국에 대한 규제개
선 요구가 높은HFC 이니셔티브의 활동에 대해 정책적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
았다.
<그림 1> 우리나라의 CCAC 유망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가능성 분석

출처 : 환경부(2015),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발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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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CCAC 이니셔티브 참여 판단기준>
1. 국내 기술의 이니셔티브 참여 적절성은 CCAC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 우리가 가진 기술 수준이 높더라도 개도국에 적용할 수 없는 기술은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2. 국내 관련 산업 역량 보유 여부는 관련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가 CCAC 활동시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3. 국내 정책 연계가능성은 CCAC 활동 참여가 국내 SLCP 관련 정책 발전에도 효과가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준
4. 국내 산업 연계가능성은 CCAC 활동 참여가 국내 기술의 수출이나 산업 확대 등 국내 산업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준
5. 적절한 시행자 존재 유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의향이 있는 적절한 시행자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6. 해외수출사업 혹은 ODA 활동 경험 유무는 해외활동경험을 통해 개도국 협력 활동 또는 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
출처: 환경부, 2014

2014년도 환경부의 연구사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CAC가 각 이니셔티브 별 추
진 중인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SLCP 저감을 위한 개도국과의 정책협력 가능성, 기술
협력 가능성, 사업화 연계 가능성, 국내 기관의 참여 가능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가능성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디젤 이니셔티브에서는 지역 및 국가 규제 절차 개선 지원과 디젤매연여과장치
활용 도시 시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참여가능하다.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
획 의 일환으로 수행된 DPF 부착 사업을 통해 블랙카본과 대류권 오존의 전구물질
을 효과적으로 저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수송 분야의 정책 개발 지원 등 참
여할 수 있다. 또한, 디젤버스 대상 DPF 부착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DPF 기술의 우
수성을 알리고, 국내의 천연가스차량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수출시장 확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도시폐기물 이니셔티브의 경우, 국내폐기물 관련 정책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
도시생활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조사 수행 활동 지원 및 도시 교류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지 관리 기술과 운영 경
험을 활용하여 매립가스 사업 사례 조사 및 모델 개발 활동에도 참여 가능하다.
가정요리난방 이니셔티브에서는 네팔, 몽골, 과테말라 등에서의 풍부한 해외협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청정 스토브 보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정요리난
방 이니셔티브의 청정 스토브로 인한 배출량 저감 평가 기준과 테스트 프로토콜
개발 활동과 굿네이버스의 몽골 G-saver 사업에서 진행 중인 환경개선 효과 측정
사업 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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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9월에 출범하여 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도시보건 이니셔티브의 경우, 프레
임워크 업데이트 및 수정 작업 등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
여 도시보건 이니셔티브 활동계획수립에 의견 제시 가능하다. 또한, ‘SLCP 저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파악 및 검토’ 활동에 참여하여 개도국 협력 지원
과 도시보건 분야 연구수준을 높일 수 있다.
HFC 이니셔티브의 경우,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냉매 전환전략 등을 주제로 개도
국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을 통하여 국내의 기술
및 정책을 공유하고, 개도국과의 산업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Ⅲ. 향후 전망 및 제언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장기체류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 배출 감축에 초점이 맞추고 있어, 블랙카본과 HFCs를 포함한 SLCP(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한 실정이다. SLCP는 발생경로가 복
잡하고 영향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합평가모델이 개발되어
야 하며, 환경부, 환경과학원, 출연연구소 및 대학 등의 다양한 연구그룹의 공동연구
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등에서 발생하는 SLCP 감축을 위해 개도국의 경제
수준에 적합한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적정기술에 대한 고
민이 미흡하다.
CCAC와 SLCP에 대한 조사와 국내외 SLCP 대응 현황을 파악한 결과, 향후 한국도
CCAC의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에 적합한 이니셔티브 활동에 참여
할 필요하다. SLCP 저감활동을 위해 구성된 CCAC는 2012년 설립당시 UNEP, 미국
등 6개 국가 및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였지만, 2015년 11월 현재기준, 49개 국가,
UNEP, World Bank 등 59개 기구(IGO, NGO 등) 등이 참여하는 등 참여 국가 및 기
관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당초 2017년까지 5년간 운영을 계획하였던 연합의
활동이 2022년까지 5년간 더 연장되면서 SLCP 저감을 위한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
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정부도 ‘16년부터 CCAC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SLCP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연구 및 기술개발, 저감사
업을 기반으로 개도국 대상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 되었던 것처럼
CCAC 이니셔티브의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야(예, 폐기물,
디젤, HFC, 가정요리난방, 도시보건)가 우선 고려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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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CAC 이니셔티브 활동이 UNEP의 의사결정 및 신탁기금 활용체계를 따르
기 때문에 개도국과의 SLCP 저감분야 정책, 기술, 산업협력을 주도할 국내 전문기관
의 국제기구 사업에 대한 참여경험이 부족한 점은 우리나라의 CCAC 이니셔티브 활
동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문기관의 CCAC 이니셔티브 참여시 정
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관심 전문기관들을 위한 CCAC 참여 가이드라인 발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 CCAC 이니셔티브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을 예로 들을 수 있다.
한국 정부와 SLCP 분야 국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디젤, 도시폐기물, 가
정요리난방, 도시보건, HFCs 등 CCAC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DPF 기술전파, 매립지 건설 및
관리정책 공유 등 산업계 협력으로 이어져 개도국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NGO가 보유한 가정요리
난방 개선 등의 모델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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