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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세먼지 현황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 

-수도권 오염기업 18만개 정리, 석탄
가스 전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13) 
15.5%(‘17) 20.8%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선진국 수준으
로 강화(북경, ’17년부터 최고등급 국6
기준 적용)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감찰 

 

중국발 오염물질에 대한 입장 차이 

-한국: 중국 영향 평균 50% 내외 

-중국: 대기순환에 따라 상호영향, 원인 
논쟁은 과학자에게, 상호협력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노력 

북경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최근 북경지역 초미세먼지 감소는 석탄사용량 
감소에 기인함 



수도권 지역의 3년 평균 
(2014~2016)  
- 국내 기여도: 43 %, 국
외 기여도: 56 %  
국내 기여도의 계절에 따
른 변화 
봄:39 %, 여름: 70 %,  
가을: 49 %, 겨울: 27 %  

▷연평균 국내외 초미세먼지 기여도 

▷고농도 시 국내외 초미세먼지 기여도 

수도권 지역의 
일 평균 중국 
기여도 
: 최대 80%   
까지 모사  

[김순태 등, 2017] 

현재는 모델시뮬레이션에 
의존 
측정값을 바탕으로 국내
외 기여도 규명 및 정량화가 
필요함 

한반도 초미세먼지 국내외 기여도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저감 방안과 고농도 시 미세먼지 저감방안 
분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평균 농도 저감 방안 

- 배출원별 저감장치 개발 

- 정부와 지자체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방안 

- 고농도기간 국내외 기여도의 정량화 

- 국내 기여도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규명 

- 원인물질을 줄이는 방향으로 비상저감 대책 추진 

국민들은 연평균 미세
먼지 농도 저감 보다는 
고농도 사례에 더 관심! 

미세먼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기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 초기 중국발 대부분 

1st 시나리오: 초기 중국발 오염물
질 기여도가 유사하게 유지 

2nd 시나리오: 점차적으로 중국발 
기여도 감소, 국내 기여도 증가 

보호 및 대응 연구 
배출원별 저감 시나리오 
마련 

국내 기여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원인 물질 및 배출원 규명 

예시)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 후 정체 시 국내 기여율 증가 

국내 기여율 증가는 주로 질산염의 증가가 원인  질산염은 이산화질소에서 생성됨 
주로 자동차에서 이산화질소가 배출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 2부제가 효과적임  
자동차 2부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약 20% 저감 가능 

고농도 사례 원인 규명을 통한 정책 기초자료 제시 



미세먼지 관련 정출연 연구현황? 

발생∙유입 

집진∙저감 

측정∙예보 

보호∙대응 

스모그챔버 등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측정표준 

플라즈마 저감 

집진 저감 

선박 NOx 저감 

흡입독성평가 

노출 대응 

빅데이타 분석 

https://www.kitox.re.kr/home/main.php


그럼 정출연에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각 정출연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정책과 연계가 필요 

- 해결해야 할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정의가 필요 

-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혹은 보호 대응에 얼마나 가시적인 결과
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 

향후 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서 정출연이 중심이 되어서 정책과 연
계가 필요 

 

▷각 정출연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함 

- 정출연은 대학 연구기관 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 

- 정출연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있어 협업이 용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