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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미세먼지 생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 (기획연구)

Ⅱ. 연구목표 및 개요

1. 연구목표

Ÿ “미세먼지 생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을 위한 체계적 연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기술개발 이정표 제시

Ÿ 정책 및 연구동향 분석, 다학제간 종합 연구를 기반으로 한 R&D 사업 

체계 구축

2. 연구기간

2018년 8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Ⅲ.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기원과 거동 규명을 위해 해양

과학기술원의 대형 해양 연구 인프라 및 해양 연구 거점을 활용하는 광역

적·입체적 연구 체계 수립을 모색하고, 미세먼지의 생성과 유입과정에서 해

양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다학제적(물리/화학/생물/지질/위성)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미세먼지 생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 연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정책·연구 동향 등 전략적 분석을 통해 과제 수

행에 필요한 요소기술 분야(미세먼지 정량화, 기원 추적, 이차미세먼지 생성 

등) 및 세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연차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기술로드맵

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실시간 예

측기술 개발 사업> 과제제안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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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획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기획연구 배경

Ÿ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미세먼지/황사 등과 같은 미세

먼지의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요도시들에서 ‘건강에 해로운

(unhealthy)’수준의 대기질을 보임(그림 1-1)

Ÿ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00일 이상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 μg/m3 보

다 높게 관측됨(KECO, 2018)

그림 1-1. 아시아지역 실시간 대기질 (http://aqicn.org/map/world/)

Ÿ WHO는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세계 사망자의 8분의1에 해당함(WHO, 

2014)

Ÿ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질환, 농작물과 가축 등의 폐사뿐

만 아니라 유아 및 노약자 사망 등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일으키

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매년 증가함(경선영 외, 2015; 김인수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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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기오염 관련 질환의 조기사망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미국 환경청의 통

계적 생명가치(VSL)에 적용하였을 때, 2000년 22억9천만원에서 2015년 34

억5천만원으로 증가함(환경부, 2016)

Ÿ 대기 질의 농도 분포가 가장 나쁜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10%만 

줄여도 조기사망자는 588명이 감소하며, 그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약 2조

300억원이고 서울시 전체로 보면 25조 2천억원에 달함(환경부, 2016)

Ÿ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중국의 주요도시들에서는 매우 높은 미세먼지 농

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서풍을 타고 고동도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

입되는 것으로 알려짐

Ÿ 1994년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월경성 황사문제 논의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환경부 발

표자료 및 미항공우주국과의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국외 

유입 영향이 적다고 평가되는 5~6월의 우리나라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비중이 3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실제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유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2)

그림 1-2. 기관별 국내 미세먼지 중국영향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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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2017년에 국가 미세먼지 사업단을 출범하여 미세먼지의 발생, 유입, 측정, 

예보, 저감, 인체 영향 등 전주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그림 1-3), 

현재까지의 연구는 육상 연구에 집중되어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황해 해

상에서 생성되는 이차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림 1-3. 국가 미세먼지 사업단 구성 및 주요 사업내용

Ÿ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육상의 오염원에 의한 2차오염 영향이 

적은 해양에서의 연구 결과가 중요함.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 중

인 대부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육상기원 미세먼지의 발생원 연구, 인

체위해성평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Ÿ 중국 기원 미세먼지의 기여도 등이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어 다양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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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가 진행 중이나 장거리 이동 중의 광화학적 변화 등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함  

Ÿ 2016년 미국 NAS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유입 초미세먼지 중 이차

미세먼지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해염의 영향이 서울 중심지역에까지 

관측되었으나(그림 1-4), 중국발 스모그의 이동 경로이자 이차생성 미세먼

지 전구체의 저장고 및 발생원으로서의 황해의 역할, 특히 황해에서 이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함

그림 1-4. KORUS-AQ 기간 동안 DC-8과 서울 지상관측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의 

평균 성분(Nier, 2017; KORUS-AQ 예비종합보고서)

Ÿ 국내유입 미세먼지 중 5% 이상이 선박배출 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부

산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44% 이상으로 추정; KMI, 2017)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황해에서의 선박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선박배출량을 근거로 추정하고 있음

Ÿ 우리나라 등록어선은 2016년 기준 66,970 척이며, 중국어선과 국제무역 

상선이 황해에 집중됨(그림 1-5)

Ÿ 따라서, 황해에서의 미세먼지 연구,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과학

기지 및 연구선을 활용한 연구는 기존 미세먼지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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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체계에서 미세먼지 발생, 유입에 대해 보다 정확한 과학적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음

그림 1-5.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황해상 선박 밀도(2018년 10월 5일 기준)

2. 기획연구 필요성 

Ÿ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

경 조성(58)”을 위해서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외 

기원 미세먼지 정량화 및 2차 오염의 영향이 적은 해양에서의 국내유입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이 필수적임

Ÿ 황해를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기원과 이차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해

양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사

회·경제·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과학기지, 연구선, 인공위성 등 

대형 해양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에서의 입체적 미세먼지 연구 체계 

수립과 미세먼지의 전주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다학제적 연구시

스템 구축이 필요함

Ÿ 황해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함으로서 기상 및 해황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미세먼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미세먼지 재료가 되는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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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미세먼지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제 등에 대한 시기별, 이벤트별 측

정 자료를 획득 가능함

가. 기술적 중요성

Ÿ 광역적 국내유입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도(기원) 정량적 평가 필요

Ÿ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국지적 연구의 한계로 국

내·외 기원 미세먼지의 상대적 기여도 평가 미흡

Ÿ 우리원의 해양과학기지, 연구선, 무인기, 인공위성 등 연구 인프라 활용을 

통해, 육상에 국한된 연구의 틀을 극복하고 황해 전역에 대한 미세먼지 

관측, 이차미세먼지 생성 조건 및 미세먼지 전구물질(재료물질)에 대한 측

정 가능

Ÿ 해양기원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광화

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짐. 국내의 경우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 기원의 황산염 에어로졸인 디메틸설파이드

(dimethylsulfide, DMS)의 발생과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음

Ÿ (초)미세먼지 정량화를 위해 해양에서의 생성량 파악이 중요하며, 선박 배

출 미세먼지 및 배기가스, 황해 해수와 대기 내 VOCs 배경치 파악, 해양

-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황산염, 질산염, VOCs 등 오염물질 플럭스 연구

가 필수적임

Ÿ 우리원의 미세먼지 연구분야 통합 및 효율화를 통한 전략적 연구시스템 

확립

Ÿ 물리/화학/생물/지질/위성 등 다학제간 종합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의 “발

생-이동-변화-해양유·출입-이차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세계 선도 연구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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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중요성

Ÿ 국내유입 미세먼지 정량화, 오염물질 특성 파악, 국내·외 미세먼지의 상

대적 기여도 평가, 기원지 및 오염원 추적을 통한 정책적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및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Ÿ 해양기원 미세먼지 발생기작 이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유입량 및 국내 

배출량 불확실성 개선

Ÿ 특히 선박배출 미세먼지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서 선박 운항속도 조절구

역 설정 등 정책적 방안마련 및 배출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Ÿ 관련 환경기술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다. 사회/문화적 중요성

Ÿ 국내유입 미세먼지 관측 정점 운영, 연구선 활용 및 인공위성 자료 분석

을 통한 육상, 해상 및 대기를 포함한 입체적 미세먼지 자료 제공

Ÿ 미세먼지의 이동, 변화, 생성 등의 메카니즘에 대한 광역적 정보 제공 

Ÿ 관할해역의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오염물질 공간분포 자

료를 제공함으로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차미세먼지 생성에 대

한 국민적 이해도 증진

Ÿ 국외 기원 미세먼지 정량화를 통한 월경성 오염문제 등 외교적 대응 자

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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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획의 목표 및 범위

1. 기획의 목표

Ÿ “미세먼지 생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기술개발 이정표 제시

Ÿ 정책 및 연구동향 분석, 다학제간 종합 연구를 기반으로 한 R&D 사업 체

계 구축

 

2. 기획의 범위 

Ÿ “미세먼지 생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은 해양에서 우리원의 

연구인프라인 연구선, 해양과학기지, 인공위성 등을 이용하여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선박배출 미세먼지, 해양발생 미세먼지, 오염물질(미세먼지 전

구물질)에 대해 기원 추적, 오염물질 분석, 이동/산화 등 미세먼지 거동, 

해양생물 기여, 이차미세먼지 생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인프

라 운영과 물리/화학/생물/지질/위성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 

연구수행이 요구됨(그림 1-6) 

그림 1-6. 국내유입 미세먼지와 활용 가능한 연구인프라 및 기획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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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책 동향

1. 국내 정책동향

□ 문재인 정부 정책

⦁ 2022년까지 예산 7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

상 감축

⦁ 이는 2016년 6월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2014년 대비 

2022년까지 14% 감축)보다 2배 높은 수준의 감축 

⦁ 2018년부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35㎍

/㎥로 현재(50㎍/㎥)보다 낮춤

⦁ 2005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286만대)에 대해 조기 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221만대를 퇴출 계획

⦁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의제로 상정

○ 법·제도 / 모니터링

⦁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 사회·경제적 여건, 직업 특성상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risk group: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건설/조선/교통경찰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

⦁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에너지 분야

⦁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

○ 수송 분야 

⦁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 추진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국제 외교

⦁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의제로 상정

⦁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시 주요 의제로 추진

⦁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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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 기본방향

○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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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중장기 대책

⦁ 단기대책('17년9월~'18년 상반기)

- (응급 감축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발령시 수도권 지역에 3가지 유형(수

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비상저감조치(차량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시행

- (국민건강 선제적 보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50㎍

/㎥ → 35㎍/㎥),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2.5) 유지기

준 신설

- (민감계층 활동공간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경유차→

LPG·CNG차), 체육관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교) 실내 체육

시설 설치 지원('19년 완료),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17년 시범사업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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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대책('18년 하반기~'22년)

- (감축목표) 종전대책 대비 2배 높은 목표 설정(종전 '21년까지 14% 

→ '22년까지 30%)

- (국내배출량 획기적 축)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특단의 저감대책 추진

- (강화된 환경서비스 제공)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 지역을 '프리존'

으로 지정, 특별관리(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운영조정 등), 민

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실시

- (한-중 등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화, 

국내 실질 영향이 큰 지역(화북성·산동성 등) 대상 협력사업 강화

2. 국외 정책동향

□ 중국

○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 

⦁ 2015년부터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산둥성과 허베이성 쪽으로 이전

⦁ 현재 약 30% 완료, 2020년 까지 100% 이전 목표

⦁ 2017년 1월 공기오염 측정결과, 한국의 서울이 베이징, 인도 뉴델리

와 함께 가장 심각하게 공기가 오염된 지역으로 나타남

⦁ 베이징의 공기는 점점 깨끗해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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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2017년) 

⦁ 산업구조조정, 낙후생산시설 폐쇄, 관련법령 정비 및 지역방어대책 

완비 등 10가지 조치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제정, 탄소세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배출세 포함.

⦁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

(PM2.5) 관리를 위해 2017년까지 5년간 총 1조 7,000억 위안(약 304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담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발표(표 

2-1).

표 2-1.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10대 조치

구분 내용

1. 종합관리역량 제고
제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및 지역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이동 오염원에대한 예방 강화

2.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다소비, 오염물질 다배출 산업의 생산능력 신규

증설 엄격 통제, 낙후생산시설 퇴출, 과잉생산능력 축소, 

생산능력과잉 심각 업종의 규정 위반 건설프로젝트 진

행 중지

3.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석탄 총 소비량 통제, 청정에너지의 대체이용 확대, 석

탄의 청정이용 추진, 에너지 사용효율 제고

4.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책임 평가제

PM2.5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정보공개체계 구축, 책임평

가제 실시, 오염심각 경보체계 확립

기타

5. 관련 기술개발 및 혁신능력 강화

6.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평가 기준 제고

7.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경제 구현

8. 대기오염방지법 수정 등 관련 법제 정비

9. 지역 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10. 정부와 기업, 국민의 환경보호 총력전 전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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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미세먼지 종합 대책 

⦁ 배경

- 초미세먼지(PM2.5) 대책은 대기환경행정의 큰 과제

- 2013년1월 이후 중국 기원의 PM2.5로 심각한 대기오염, 일본에서의 

농도 상승

- PM2.5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필요

⦁ 정책 목표

- 국민의 안전 확보

- 환경기준 달성

- 아시아지역의 청정한 대기 공유

⦁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 적절한 주의환기 실시: 적절한 주의환기 및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 중국 체류 내국인 대응 강화: 일본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현지에 

의사 파견

- PM2.5의 현상 규명과 감축 대책 검토: 중앙환경심의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상규명과 감축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대책 추진: 한중일의 정책대화 등 협력

- 양자간 연계강화: 일중간의 연계사업 실시, 한국과 PM2.5 자료 공유

⦁ 상기 대책을 위한 기반 사업

- 발생원 정보 정비

- 2차 생성기구 해명

- 모델구축

- 대기환경 모니터링의 충실

- 건강영향에 관한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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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대기질 관리 제도 

⦁ 1967년 제정된 CAA(Clean Air Act)에 근거함

⦁ 기관별 역할분담

- 연방정부: 대기질 관리 총괄, 주정부관리, 대기환경기준 제정, 측정

망 운영 등 정책업무 수행

- 주정부: 연방정부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방법 등을 자체에서 수

립하고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역 대기질 관리

⦁ 주정부는 자체에서 수립한 SIP (State Implementation Plan)를 연방정

부로부터 승인받아 동 계획에 따라 대기질 관리

⦁ 주정부의 수행 계획(SIP) 내용(EPA의 승인 사항)

- 대기환경기준 준수여부 및 수행 전략

- 배출허용한계 준수를 위한 강제이행 규제조치, 일정 ,비용

- 계획 수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권한 등

- 대기질 측정 및 고정배출원의 측정자료 

- 비상시의 대책 및 대기질 모델링 실시 자료 등

- 기존 배출원에 대한 수행 가능한 규제 전략 강구

- 신규 및 기존의 고정배출원 허가와 변경에 대한 사항 등

○ 대기측정망 관리 체계

⦁ EPA OAR(환경부 대기보전국)하의 OAQPS(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에

서 NERL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전국 대기질(측정망 포함)을 총괄 관

리하며 산하에 10개 Region을 두고 권역 대기질은 주정부에서 지역 

대기질은 지방 정부에서 관리

 

○ 대기환경기준

⦁ Clean Air Act에 따라 2가지 유형의 국가대기환경기준(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를 제정

- Primary Standards: 천식환자, 어린이, 노인 등 민감군을 포함한 공공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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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ary Standards: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시정감소, 동물·식물·

빌딩의 손상을 막기 위한 기준

⦁ NAAQS는 5년 주기로 사정, 이행, 평가의 단계를 거쳐 재설정됨(그림 

2-1)

그림 2-1. 미국 대기질 관리 process

⦁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Non-attainment)은 어떻게 오

염을 저감시킬지, 언제까지 기준을 만족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를 제출해야 함

⦁ 연방정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패널티 부여

- 1단계 패널티: 18개월이내에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자료제출

- 2단계 패널티: 고속도로 건설 등의 펀드 예산 삭감

□ 유럽

- 유럽감시평가 프로그램(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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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P)

⦁ 유럽의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수송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협력 프

로그램

⦁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관한 국제 협력을 위한 과학적 기반 

및 정책중심 프로그램으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에 

의거함

⦁ EMEP 워크플랜을 지원하기 위해 5개의 EMEP 센터와 4개의 태스크

포스가 있음

⦁ 1979년 협정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CLRTAP)은 

34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한 환경보호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서, 대기

오염의 영향 저감에 관한 협조를 위해 광범위한 틀을 수립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통제에 대해 구체

적 단계를 협상함

⦁ EMEP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CLRTAP 협약 하의 정부 및 보조기관

에 정규 과학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협의된 배출 감축에 관한 

국제 프로토콜의 개발 및 평가를 지원

⦁ 초기 EMEP 프로그램은 산성화와 부영양화의 월경성 이동을 평가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이후 프로그램의 범위는 지상 수준의 오존의 

형성 (ground level ozone formation), 그리고 최근에는 잔류성유기오염

물질(POPs), 중금속 및 미립자 물질로 확대됨

⦁ EMEP 프로그램은 (1) 배출량 데이터 수집, (2) 대기질 및 강수질 측

정, (3) 대기확산모델링의 3가지 주요 요소에 의존하며, 이 세가지 요

소의 결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침전량, 월경성 플럭

스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임계수준과 임계값의 초과량에 대한 평가와 

정기적 보고를 수행함

⦁ EMEP 프로그램은 배출 데이터, 측정 데이터 및 통합 평가결과의 체

계적인 수집, 분석 및 보고에 기여하는 과학자 및 국가전문가의 광범

위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수행됨

⦁ 현재 4개의 네트워크센터와 4개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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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EMEP 네트워크 센터와 태스크포스의 주요기능

구분 주요기능
위치/

주도국

Network

Centre

화학종합분석센터

(CCC)

· 대기질 및 산침착 모니터링 총괄

· 정도관리와 모니터링 자료 관리

노르웨이

대기연구센터

동부기후종합센터

(MSC-E)
·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및 평가

러시아 

기후종합센터

서부기후종합센터

(MSC-W)

· 배출량 자료수집 및 배출

· 미래 배출량 예측

노르웨이

기상청

통합평가모델센터

(CIAM)

· RAINS 모델을 이용한 오염물질 전과정 

평가

오스트리아

국제시스템

해석연구소

Task 

Force

배출량과 예측 TF

· 유럽 배출량 산출

· 배출계수 토론을 위한 회의 개최

· 배출량 자료의 평가방법 개발

· 미래 배출량 예측방법 개발

노르웨이

측정과 모델링 TF
· EMEP 모델링과 모니터링 평가

· 조약 개발과 이행을 위한 지원 평가

영국

WMO

통합평가모델링 TF
· 정책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모델 개발

· 조약개발에 직결되는 과학정보 가공
네덜란드

대기오염물질 대륙간 

이동 TF

· 대륙간 이동에 대한 이해 증진

· 대륙간 이동관련 조약에 기초자료 제공

미국

UN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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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연구 동향 

1. 기원 추적기술 

(1) 인공위성 및 무인기 시스템 활용

국내 연구 동향

Ÿ 이권호 외(2006)은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주요 대기오염 에어로졸

인 먼지입자, 해염입자, 오염입자를 구분하였고, 동북아지역 대기 에어로

졸의 대표적인 종류별 특성에 관하여 분석함

Ÿ 이 연구에서는 AOT (Aerosol Optical Thickness) 농도 분포가 중국연안에

서 태평양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통해 기원지 추정연구가 수행됨

Ÿ MODIS Terra/Aqua 센서의 AOD, FW 자료를 통해 황사와 인위적 오염입

자의 공간 분포 및 입자크기 특성 분석이 이루어졌고, 발생기원이 다른 

모래폭풍과 인위적 오염입자는 MODIS AOD와 FW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임(김학성 외, 2010)

Ÿ 광주과학기술원의 다파장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원지 및 이

동경로에 따른 황사의 광학적 특성을 연구함(신성균 외, 2014)

Ÿ 라만 라이다 시스템 분석으로부터 산출된 평광소멸도를 이용하여 황사의 

층을 구분해 내었고, 이 정보들은 HYSPLIT (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델을 통해 황사 층의 역궤적을 추적

함

Ÿ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의 대부분은 고비사막을 기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규명함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다양한 플랫폼 이용과 기술개

발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원격탐사 자료 검증과 정확도 향상

을 위한 더욱 많은 현장 자료 수집이 필요함

Ÿ 기상청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기상기술이 융합된 ‘기상센서 탑재형 드

론(소형무인기)’ 개발에 착수함(2016년). 인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경계층(0∼2 km)내의 기상현상 관측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드론을 활용

하여 고도 약 2 km까지 오염물질 확산, 비구름 발생 등의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음

Ÿ 드론을 이용한 대기환경정보 수집 장치 개발 및 응용연구가 진행, 기상적

인 요소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환경적인 요소로 미세먼지와 CO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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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하여 대기 중의 환경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제안함(김남호, 

2018)

Ÿ 또한, 드론에 Aethalometer를 장착하여 대기 중 블랙카본 농도 측정을 수

행함(이정훈, 2018)

국외 연구 동향

Ÿ 미국 NOAA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전지구적 규모로 에어로졸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대기중 에어로졸 입자가 기후변화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함

Ÿ Mandija 연구팀은 MODIS와 MSG/SEVIRI 센서를 이용하여 에어로졸의 분

포를 탐지하였고, Hysplit, NAAPS, DREAM 모델을 이용하여 에어로졸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함(Mandija et al., 2017)

Ÿ 이 연구를 통해 Sahara 지역 기원의 광물분진이 Barcelona와 Granada 지

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밝힘

Ÿ Lasteran et al. (2016)은 기존의 기구를 띄우는 샘플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인기에 포집장치를 부착하여 샘플링 가능한 기술을 개발함

Ÿ 이를 통하여 높은 고도의 에어로졸 특성과 분포 분석이 가능함을 제시

Ÿ 기존의 해양과학연구를 위한 원격탐사 자료는 인공위성 또는 유인항공기

를 이용한 영상으로 넓은 지역의 영상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지만, 인간활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기 경계층 범위에서 기상관측 

자료는 드론의 운용이 간편하여 원하는 시기에 측정이 가능하며 좁은 지

역에서 cm급의 고해상도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Ÿ 최근 장비들의 소형화로 인하여 열화상 카메라, 초분광센서,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SAR(Synthetic Aperture Radar) 등을 장착하여 사

용되고 있음(Klemas, 2015)

Ÿ 해양과학조사 분야에서 드론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활용되기 시작함. 

2015년 Duke 대학에서 열린 ‘해양과학과 보호에서의 UAV' 워크숍에서

는 이러한 해양과학조사에서의 활용을 넓히고자 다음과 같은 해양과학분

야의 활용에 대한 소개를 함(Duke University Marine Laboratory, 2015)

- Emergency response

- Identifying and analyzing marine debris

- Monitoring protected and endangered species and their habitats

- Supporting fisheries stock assessments, effort surveys and habitat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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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ing marine animal entanglement and standing efforts

- monitor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coastal erosion and sea level 

rise

- monitoring sea grass and marsh health

Ÿ 조사선에서 드론을 이착륙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양에서 해양과학

조사 시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음(Waugh and Mowlem, 2010; Reineman et 

al., 2013). 특히, Reineman et al.은 SCRIPPS 해양연구소의 조사선 Revelle

에 드론 이착륙 시스템을 설치하여 해양-대기 경계층의 구조와 역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Ÿ 여러 해양관측장비를 설치한 드론에서 얻어진 대기 및 해양환경 자료는 

조사선에 장착된 장비와의 자료 동기화에 사용되었으며(Lenain et al., 

2013; Reinman et al., 2013), 또한, 드론과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를 결합한 해양과학조사도 시도됨(Rajan et al., 2014)

Ÿ 최근에는 드론에 공기 포집장치(2L 용량, 스텐레스 재질)를 장착하여 가

스상 VOCs, CO, CH4, CO2 성분들을 실험실에서 분석하며, 기원지 및 이

동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Chang et al., 2018)

(2) Mineral dust

Ÿ 중국과 몽고에 분포하는 건조지역은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큰 mineral 

dust의 공급지이며, 매해 약 800 Tg의 mineral dust를 발생시킴 (Han et 

al., 2008) 

Ÿ 중국에는 mineral dust를 공급할 수 있는 건조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

며, 각 지역에 분포하는 토양은 지역마다 다른 동위원소 조성, 광물조성, 

지화학 조성을 보임(예, Chen et al., 2007; Seo et al., 2014) (그림 2-2)

Ÿ Mineral dust에 포함된 석영입자의 결정도(crystallinity index)와 electron 

spin resonance (ESR) 또한 기원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임 

(Nagashima et al., 2007). 따라서 바람에 의해 이동하여 퇴적된 mineral 

dust의 성분 분석을 통해 이들의 기원지역을 밝혀낼 수 있음

Ÿ 황사 기간 동안 서울 또는 근해에서 채취된 먼지 입자의 광물조성, 지화

학 조성, Sr-Nd 동위원소 조성 연구를 통해 봄철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

에 위치한 사막에서 북서계절풍의해 공급되며, 이외의 계절에는 편서풍에 

의해 타클리마칸 사막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

됨(Jeong, 2008; Lee et al., 2010; Nagashim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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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편서풍에 의해 주로 이동하는 중국 기원 입자는 적도수렴대 이북에 위치

하는 북태평양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북아메리카와 그린랜드에도 퇴적되

는 것으로 알려짐

Ÿ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강한 북서태평양 지역 또한 편서풍에 의해 공급된 

풍성기원입자가 우세하게 퇴적되는 것으로 밝혀짐(Seo et al., 2014) 

Ÿ 과거 퇴적기록에 따르면 추운시기(stadial)에는 몽고기원의 입자가 상대적

으로 따뜻한 시기에는 타클리마칸 기원의 입자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추운 시기동안 편서풍의 경로가 늦

은 여름까지 히말라야 남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Nagashima et al., 2011, 2013)

Ÿ 먼지입자는 대기 복사 수지 및 해양 표층생산성을 조절하여 기후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Ÿ 특히 풍성기원입자는 철의 공급량을 높여 중위도 저생산대 지역의 표층

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Han et al., 2011)

그림 2-2. 중국 mineral dust 기원지별 광물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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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emical tracer 

국내 연구 동향

Ÿ 국내 미세먼지(PM2.5, PM10)에 대한 연구는 PM10/PM2.5 sequential Air 

Sampler (APM Engineering, PMS-103, Korea) 혹은 대용량 공기채취기

(high volume air sampler, DHA-80, Digital)를 이용하여 테프론 및 GF/F 

필터 내 주요이온 및 미량원소의 정량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순

봉 외, 2011; 김기주 외., 2014)

Ÿ 이러한 농도 위주의 정량적인 접근은 통계적인 방법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로 인위적인 오염기원 성분, 토양기원, 해염성분 등의 구분하여 

기원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Ÿ 유색 용존 유기물(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수시료에 포함된 유기물의 기원지 추적연구를 진행함(Yan and Kim, 

2017)

Ÿ 입자상 탄소와 질소의 안정동위원소 비를 이용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의 

배출원 및 배출지역을 추적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미세먼지 내 암모

늄과 질산염의 질소 동위원소비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추적자로 사

용가능성은 확인한 바 있으나, 미량금속(중금속) 안정동위원소에 대한 연

구사례는 없음

Ÿ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 2015년 시험관측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춘계 

황사 발생빈도가 높은 조사시기에 Large volume sampler를 이용하여 대

기분진 시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금속 농도 및 오염물질 특성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고 있음

Ÿ 2017~2018년 춘계 황사 관측 시기에 지각에 기원을 두고 있는 Al, Fe, Ti 

등이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황사 발생일 이후 수일간 고농도를 나타냄

Ÿ 대기분진 내 Cu, Zn, Pb 등은 황사 발생일은 물론 비황사 시기에도 불규

칙적으로 높은 농도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소청초 해

양과학기지에서는 자연적 기원과 인위적 오염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PM10(미세먼지) 혹은 PM2.5(초미세먼지)에 대

한 관측자료는 없음(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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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소청초 과학기지에서 2017~2018년 중금속의 시계열 변화특성

Ÿ 금속원소가 상관성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지각기원영향이 크

게 나타났으나, Cu, Zn, Pb, Ni, As 등은 분산되고 비황사 시기에도 높은 

농도를 보여 인위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오염원 추적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그림 2-4)

그림 2-4. 소청초 과학기지 대기분진 내 Al과 다른 금속간의 상관성

국외 연구 동향

Ÿ 금속 안정동위원소(metallic stable isotope)를 활용하여 황사(asian or 

aeolian dust)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는 Pu (Dong et al. 2017), Sr-Nb 

(Nakano et al., 2005), Pb (Lee and Yu, 2010; Du et al., 2017) 동위원소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음

Ÿ 이들 연구는 토양 및 퇴적물 시료 중심의 연구로 황사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주요한 관심사임.

Ÿ 미세먼지(PM2.5, PM10) 내 탄소(C)와 질소(N)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오염

기원을 밝히기 위한 연구(Gorka et al., 2014; Lopez-Veneroni, 2009; 

Widory, 2007)가 시작되고 있음

Ÿ 금속원소인 Pb 동위원소를 통해 미세먼지 오염기작 및 기원을 밝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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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Widory et al., 2010; Chen et al., 2006, Graney 

et al., 2017), 주로 차량기원(vehicle exhaust)에 영향을 받는 대도시 위주

의 연구결과임

Ÿ 미세먼지는 복합적인 오염원이 존재하며 발생기작이 다르므로, 이를 추적

하기 위한 금속 안정동위원소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음

2. 미세먼지 생성기작 연구

국내 연구 동향

Ÿ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전국 97개 시, 군에 설치된 322개의 도시

대기 측정망, 도로변 대기 측정망, 국가배경 측정망, 교외 대기 측정망에

서 측정된 대기환경기준물질의 측정자료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를 공개하고 있음

Ÿ 대기환경기준물질 6개 항목(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

지(PM10,PM2.5), 오존)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대기오염 시계, 대기오염 달

력 등의 표현 방식과 접목하여 시간대별, 일자별, 요일별로 제공하며, 인

체 영향과 체감오염도를 반영한 통합대기환경지수도 동시에 제공

Ÿ 이에 반해 해양 및 해안 대기질, 그리고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따른 미세

먼지 생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며, 연구 인프라 또한 제

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Ÿ 해양 환경에서 실시된 대표적인 연구로 해양의 에어로졸 발생량 측정을 

위해 해수 내 비용존성 입자와 생물기원 물질을 중심으로 측정했으며, 오

염원 주변지역과 생물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비용존성 입자의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음(Park et al., 2014)

Ÿ 해양 인근 정점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연구는 주로 주변 오염원을 피하기 

위해 제주 고산, 백령도 등의 정점을 선정하고 미세먼지의 농도 및 물리, 

화학적 특성을 장기 모니터링한 결과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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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안면도 주변해양에서 해양-대기의 상호작용을 통한 PAHs의 

계절적 플럭스 변동 (안준건 외, 2009)

Ÿ 2008년 제주도 고산지역에서 PM10, PM2.5 모니터링 결과 기류가 중국대

륙과 한반도로부터 유입되었을 때 인위적인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북태평양이나 동해를 통해 유입되었을 때 오염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함(이순봉 외, 2011)

Ÿ 이와 별개로 안준건 외(2009)의 안면도에서 수행한 대기 중 가스상 PAHs

의 계절적 변동연구에 따르면 황해가 하계에 일부 저분자량 PAHs의 저장

고로 작용하며, 황해 대기오염의 발생원이 될 수 있음을 규명(그림 2-5).

Ÿ 이 연구는 해양이 초미세먼지의 전구체가 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질(VOCs)의 저장고 및 오염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Ÿ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맞물려 부산, 울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

시의 대기 오염도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주요 항만

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음 

Ÿ 또한 각 항만들은 그간 추진해왔던 그린포트 조성사업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가 항만전용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고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강미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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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만 (Wan et al., 2016) 

Ÿ 2016년 <네이처>에 따르면, 국내 대표 항만인 부산항은 중국 7개 항만, 

두바이, 싱가포르와 함께‘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만(The Dirty 

Ten)’으로 선정됨 (그림 2-6)

Ÿ 2016년 부산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전국 최고인 27 ug/㎥(환경기준 25)

를 기록하였으며, 선박·항만분야의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44.5%

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Ÿ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항만 대기오염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선박 운항

에 기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규제 현황 및 배출 특성, 배출현황 

등을 조사하고, 국내 연근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

됨(국립환경과학원, 2014)

국외 연구 동향

Ÿ 지구적 규모의 생지화학적 사이클과 해양 에어로졸 생성과 변화, 대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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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의 형성과 소멸, 광산화 사이클, 성층권 오존 파괴 등의 과정에 미치

는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Carpenter et al., 

2012, 그림 2-7)

Ÿ 해양 대기 중 이차생성 미세먼지(secondary organic aerosols, SOA) 연구결

과 dimethyl-, diethyl amine salt와 methanesulphonic acid가 가장 주요한 

유기화합물이고, 이들이 해양에서 방출되는 가스상의 dimehtyl-, diethyl 

amine에서 기원함을 규명(Muller et al., 2009)

Ÿ 해양 생물기원 VOCs의 경우 이전에는 대기 화학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

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에는 oxygenated VOCs (OVOC)가 OH 래디칼의 주

요한 제거기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Read et al., 2012), 해양기원 terpene

의 경우 원양 대기 중 SOA 생성원으로 추정되고 있음(Gantt et al., 2009). 

특히, 해양 OVOCs 경우 해양기원의 아세트알데히드는 75-175 Tg yr-1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Carpenter et al., 2012)

Ÿ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주변도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며, 대부분 수용체 모델을 이용하여 1차 

발생원(primary emission)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됨

Ÿ 최근에는 선박 배출가스에 의한 이차생성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

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선박 배출가스와 도시 

대기오염이 결합되었을 때 이차생성 미세먼지의 발생을 가속화할 수 있

음을 보임(Perez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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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대기에 미치는 해양 기원 에어로졸 및 VOCs의 영향 (Carpenter et 

al., 2012)

3. 국내유입 미세먼지 정량화 기술

(1) 무기 영양염

국내 연구 동향

Ÿ 세 곳의 해양관측 정점(백령도, 제주도와 울릉도)에서 황사를 분석한 결

과, 고비, 타클라마탄 사막, 그리고 황토고원이 대부분의 황사 발원지로 

파악하였음

Ÿ 황사 농도에 따라 해양에서 규조류의 성장은 촉진되었으나, 와편모조류의 

성장은 저하되었음

Ÿ 대기로부터 공급된 질소는 남중국해의 해양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으며, 향후 대기기원 질소의 공급이 남중국해 해양 생산

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2014년에 보고된 바 있음



- 34 -

Ÿ 장기간 대기오염 및 대기에어로졸 내 수용성 이온성분의 계절변동에 대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

Ÿ 황사 기원지 퇴적물 특성 및 황사의 이동과정 중 유해오염물질의 흡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Ÿ 동해안에 위치한 고정 정점(울진)에서 강우시료 및 대기 중 총부유 물질

을 수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무기 질소 침적에는 질산염과 암모늄이 주를 

이루었으며, 건식/습식이냐에 따라 계절변화가 나타났음

Ÿ 질산염, 암모늄 등의 이온과 철, 알루미늄 등의 금속원소들의 측정치를 

기반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질산염 등은 예상처럼 

오염물질 기원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철 등은 토양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외 연구 동향

Ÿ 유럽의 대기오염 관측 프로그램(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me, EMEP)의 85개 정점에서 일별로 빗물에서 무기화합물(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과 중금속(카드뮴, 납, 구리, 아연 등)을 관측하고 있

음

Ÿ 오염물질 관리가 잘 되어 질소와 황산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Ÿ 미국의 대기오염 관측 프로그램(National Atmospheric Deposition 

Program, NADP)은 256개 고정정점에서 빗물 내 화학조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Ÿ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EANET)은 동아시아에서 

산성 침적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조

직됨

Ÿ EANET는 현재 일본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39개의 특정 관측소에서만 침

적입자 물질의 농도를 측정

Ÿ 중국에서 1995년 이후 추정된 NOx 배출량의 변화추이는 전체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Ÿ 2000년대 블랙카본의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중국과 봄철 시

베리아 산불발생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2) 유기물

국내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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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기 오염원으로의 유기탄소 관련 국내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국제 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은 선진국 수준의 5% 이내

Ÿ 강수 중 화학 물질 성분과 순환에 대해서는 선진국 대비 10% 수준

Ÿ 강수 중 유기물질의 거동에 대한 연구는 국외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선 관련 사례가 거의 없음

국외 연구 동향

Ÿ 현재까지 인위적 기원과 관련된 전 지구적 탄소 수지에 있어서 무기탄소

만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의 약 20%의 제거가 

설명되어지지 않음 

Ÿ 인간 활동 기원의 탄소 유입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는 이산화탄

소의 20%이상의 탄소(missing carbon)는 그 기원이 밝혀지지 않음

Ÿ 대기 중의 유기탄소(OC: Organic Carbon)는 많은 부분 물에 녹는 용존유

기탄소(DOC)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곧바로 산화되어 이산화탄소로 변형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OC가 "missing carbon"의 중요한 기원이 

될 수 있음

Ÿ 유기탄소의 강수의 의한 침강(wet deposition flux)이 대기 중 탄소 순환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에 따른 대기 중 OC의 전 지구적

인 플럭스와 물질수지는 아직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실정임

(3) 중금속

국내 연구 동향

Ÿ 국내 미세먼지(미세먼지) 정량화 기술은 육상지역의 대도시, 산업단지 주

변 및 연안에 위치하며 인위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면도, 백령도 

등 배경농도 지역에서의 채취한 미세먼지 내 중금속의 농도특성 조사 등 

화학적분석에 의한 것과 미세먼지 분석기 sensor를 이용한 모니터링이 주

를 이루고 있음

Ÿ Sensor를 이용한 미세먼지 정량화는 다양한 기원을 파악에는 사용이 어려

우며, 필터를 이용한 시료채취 후 화학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

Ÿ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자연 발생원인 해염기원을 평가는 Cl, Na, Mg의 농

도 분석을 통해 고농도 관측시 해염입자가 지역대기질에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Ÿ 미세먼지 내 금속(Cu, Zn 등)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인위적/자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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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염기원을 구분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사례는 아직 없음

국외 연구 동향

Ÿ 인위적기원, 자연기원, 해양기원 등 미세먼지의 기원을 추정하기 위해서 

지각의 주요한 구성물질인 Al, Fe과 해수에 주요한 구성물질인 Na를 이

용하여 normalization(농축계수) 산정으로 간접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Ÿ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지역적인/계절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분석항목이 과소평가/과대평가될 우려가 높아 농도위주로 정확한 미

세먼지 발생원 및 발생기작은 연구하기 어려움 

Ÿ 중금속 농도 분석을 통하여 미세먼지의 기원 추적을 위해서 육상지역(도

심지역) 혹은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등 local 한 영향을 받는 곳에서

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Talbi et al., 2017; Albuquerque et al., 

2017; Chandra et al., 2017; Srithawirat et al., 2016, Femandez-Olmo et 

al., 2016),  해양에서 발생하던지 해양을 통한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음

Ÿ 현재까지 시료채취 및 분석적인 한계로 인하여 해양 유입 미세먼지 정량

화 연구는 국제적으로로 연구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임

Ÿ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기작 규명, 오염원 및 이동경로 추적 등을 위해서

는 기원에 따라 특이한 값을 가져 오염원 및 기여율 산정이 가능한 안정

동위원소 비 연구가 필요하나, 국제적으로도 분석기법 정립 등이 되어 있

지 않음

(4) Minerals

Ÿ Mineral dust는 황사 이벤트가 발생한 기간 동안 해수의 filtering을 통해 

(Lee et al., 2010) 또는 high-volume air sampler 이용하여 대기에서 직접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임 (Jeong et al., 2008; Lee et al., 2010)

Ÿ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mineral dust의 기원지 추적을 위한 시료확보

에는 유용하지만, 이를 통한 mineral dust 유입량의 정량화는 불가능함 

Ÿ 시계열 침강입자 포집장치는 해수로 유입되는 mineral dust의 정량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임. 하지만, mineral dust의 일부는 해수에 용해

되어 총 유입량 산출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황해와 같이 강물에 의

한 퇴적물 공급이 우세한 곳에서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mineral dust의 정

량화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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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강우는 mineral dust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우에 의한 미세먼지의 제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강우

의 채집을 통한 미세먼지의 성분분석 및 정량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Shimamura et al., 2007; Baez et al., 2007; Kim et al., 2014; Ouyang et 

al., 2015)

Ÿ 미세먼지의 정량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해양과학기지로 침적되는 물질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dry deposition과 wet deposition을 모두 포

함하는 total deposition을 산정하는 장비의 활용이 필요함

Ÿ 이를 통해 mineral dust를 포함하여 해양생태계 및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및 영양염의 양을 정량

화할 수 있음  

(5) 헬리카잇 활용

국내 연구 동향

Ÿ 국내의 경우 헬리카잇을 활용한 미세먼지 연구가 논문으로 보고된 사례

가 없으며 대부분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대기 분진 정량화 연구가 수행

됨

Ÿ 박 (2013)은 MODIS 영상에 배경 밝기온도차(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BTD) 방법을 적용하여 MODIS Asian Dust 

Index를 산출함

Ÿ 또한 이 등(2002)은 가시영역에서의 대기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기복

사전달 모델인 MODTRAN3 (Moderate Resolution Transmittance)의 모사결

과와 GMS-5 위성의 가시영역 채널을 이용하여 황사 에어로졸의 모니터

링을 시도함

Ÿ 이 연구를 통해 지상관측결과의 비교분석은 10% 내의 오차율을 가지는 

범위 안에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줌

Ÿ 국외에서는 헬리카잇을 포함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매우 한정된 플랫폼을 통한 제한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Ÿ 통영 해역에서 헬리카잇을 활용한 적조 및 해양환경 관측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그림 2-8), 이를 미세먼지 탐지 연구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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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헬리카잇을 활용한 적조 및 해양환경 관측 (A) 360° 관측 카메라 영상, 

(B) Gopro 카메라 촬영 영상, (C) FLIR 카메라 촬영 영상

국외 연구 동향

   

그림 2-9. 미국 ARM 그룹에서 운영하는 대기관측 시스템 (A) Tethered Balloon　 

(B) DataHawk Small Fixed-Wing UAV (C)　Group 3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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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주 형태의 AERONET 무인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3000 m 상공에서 입자 

농도, 입자크기 분포, 에어로졸 흡광 농도 등을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됨

(Corrigan et al., 2007)

Ÿ 기구(Balloon-borne)를 이용하여 2.7 - 3.1 km 상공에서 화산 분진의 크기 

분포를 정량화 하였고, Infrared Atmospheric Sounding Interferometer 

(IASI) 영상 분석결과와 일치함(Vignelles et al., 2016)

Ÿ 미국의‘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Climate Research Facility’ 

그룹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그림 2-9), ４곳의 정기적인 관측 

지점과 3곳의 이동식 지점의 관측 자료를 매시간 수집 및 관리하고 있음 

(Schmid and Ivey 2016)

4. 선박기인 미세먼지

(1) 미세먼지 공간분포 산정

국내 연구 동향

Ÿ 이희관(2005)은 인천항만의 선박 대기배출량 계산을 위해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선박이동정보(위치, 속도), Lloyd 선급의 선박제원 

데이터베이스(식별부호, 총톤수, 엔진출력 등), 배출계수에 기초하여 엔진

출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하는 기초 연구 수행. 그러나, 유종, 미

식별선박, 어선, 묘박과 정박 그리고 환경조건의 변화 등이 고려되지 않

음

그림 2-10. 선박대기배출량 관리 시스템 (이희관, 2005)
(a) 위치정보 기반 선박 대기배출량 표시, (b) 선박 제원DB 관리

Ÿ 국립환경과학원(2015)은 유럽환경청(EEA)이 제시한 Tier 1, 2, 3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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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Tier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Tier 1: 유종별 소비량, 배출계수

- Tier 2: 유종별 소비량, 엔진종류(저속, 중속, 고속), 배출계수

- Tier 3: 유종별 소비량, 엔진종류, 운항모드(정박, 항해, 입출항), 배출계수

Ÿ 국립환경과학원 설명자료(2017)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외항선, 어선은 

Tier 1, 레저선은 Tier 2, 연안화물선은 Tier 3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

Ÿ 통계자료 기반 산정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Tier 1: 법인 소재지 기반의 유종별 소비량 통계자료 이용으로 인해 공간

정합도가 떨어짐

- Tier 2: 연안화물선의 선박 종류별 엔진성능(출력) 회귀식을 산출하였으

나 선박 종류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세부 선박 종류 적용 곤란

- Tier 3: Port-MIS 입출항정보 기반으로 항로별-톤급별 대표운항시간을 설

정하여 이용하므로 실제 선박운항시간과 차이가 발생하고 입출

항하지 않는 연안이동선박의 배출량 산정 불가

그림 2-11.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계산 방법 (국립환경과학원, 
2015). 유럽환경청 Decision Tree 참조 (EEA, 2016)

.

Ÿ 이호춘 외 (2016)의 기획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론과 배출계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선박기인 배출량 산

정을 위해 선박제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선박의 연료소모량에 따른 

배출량 산정, 대기확산모델(CMAQ)을 통한 선박기인 대기오염 기여도 분

석방향을 제시함

Ÿ 해양과 연안의 미세먼지 측정과 모니터링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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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등에서는 항만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시작.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은 2010년대부터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High Volume Air Sampler, 

PM 2.5 센서, 오존 센서 등의 관측장비와 채집장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의 관측 및 샘플채집 하고 있음

국외 연구 동향

Ÿ 핀란드는 선박속도와 파도에 의한 외력을 고려하여 엔진출력과 연료소모

량을 계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는 선박교통배기평가모델

(STEAM2)을 개발하여 발틱해의 PM 및 CO를 산출함 (Lasse et al., 2011)

Ÿ 유럽환경청(EEA)은 선박의 엔진등급(Tier 1, 2, 3), 운항모드(정박, 입출항, 

항해), 엔진종류, 연료유종에 따른 배출계수를 정리하고 개별선박의 연료

유소모량 및 엔진출력에 따른 배출량 계산방법을 제시함 (EEA, 2016)

Ÿ 미국 ICF 컨설팅사는 대표적인 선박종류를 설정하고 선종별 엔진 및 발

전기의 평균출력과 운항모드별 부하계수에 기반한 배출량 계산방법을 제

시함 (Louis B. & Kathleen B., 2016)

Ÿ 보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핀란드의 외력 계산, 미국의 선종별 부

하계수, 유럽환경청의 엔진등급, 운항모드, 엔진종류, 연료유종에 따른 계

산방법의 종합 필요

(2) 미세먼지 대기모델링

대기모델링 시대별 분류

Ÿ 1970~1990년대에는 온도, 기압, 풍향, 풍속 등을 이용한 확률론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짐(Dispersion models, photochemical box model or 

grid model)

Ÿ 1990~2000년대에는 기상모델(MET) 뿐만 아니라 3차원 화학물질이동모델

(3D CTM)을 결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짐(MM5+CMAQ, WRF+CMAQ, 

WRF-CHEM)

Ÿ 2000년대 이후 대기모델은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 대기질예보와 하향식 

배출량 추정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위성 관측 정보, 지상 관측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연구가 이뤄짐. 향후에는 해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고려

가 이뤄진 연구가 필요한 상황

Ÿ 현재는 미국, 유럽이 앞서있고 일본이 분야별로 강점을 보임. 기상분석 

및 예보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기상선진국은 다양한 기상분석 시스템을 



- 42 -

개발 및 운용 중

Ÿ 전 세계적으로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해 4차원 변분법(4D-Var)과 앙상블

칼만필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미국 대기과학연구소는 Auto-Nowcaster 

System, 일본 기상청은 ADESS 및 NAPS 시스템을 운영

Ÿ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의 SO2, NOx 배출이 차례로 정점을 지남. 

미세먼지 연구의 대상으로서 동아시아의 시장성도 향후 10년 정도 예상. 

도시화, 경제 발전과 함께 인도로의 서진이 관찰됨

Ÿ PM2.5의 수치모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역적 규모를 모의하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모델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전지구 모델인 

GEOS-Chem 활용됨

국내 연구 동향

Ÿ 대기 모델링 연구의 수행주체는 크게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와 기타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으로 구성

Ÿ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기술의 실용화, 현업화 중심이

며, 기타 연구기관은 기상청에서 사업화, 실용화로 활용 가능한 목적기초

연구에 투자

Ÿ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주과기원은 각각 3차원 화학물질

이동모델(3D CTM), 실측데이터 및 위성데이터, 배출목록(Emission 

Inventory), 기상모델을 담당하여 대기모델링 연구프레임을 구축

Ÿ 국립환경과학원(2011)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에 사용되는 대기질 모델

링의 투명성, 신뢰성,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질 모델링 수행 일

련의 과정 및 평가방법 등을 제시

Ÿ 이러한 과정에는 대기질 모델 선정, 모델링 도메인의 해상도 설정, 대기

질 모델링을 위한 자료 준비, 모델링 결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

Ÿ 이 중 배출량 모델 실행을 위한 인위적 배출량 자료의 경우 정확한 배출

량 자료가 없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을 통해 산정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을 사용할 것을 권고

Ÿ 국립환경과학원(2018)에 따르면 CAPSS 자료는 항만의 경우 단순 입출항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상운송과 관련된 자료는 3년 단위로 반영될 

뿐 아니라 톤급에 따라 일괄된 연료소비량을 산정하고 있는 한계를 지님

Ÿ 해역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측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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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이처럼 부정확한 측정 자료와 넓은 도메인

의 미세먼지 모델링으로 인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Ÿ 김유미 외(2015)는 중국 내외의 연구기관에서 이뤄지는 PM2.5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측과 모델링을 통한 연구 현황을 분석함. 중국 내 특정 

지역의 오염사례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에 대한 오염물질의 배출원 지역

(source region)간의 이동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는 연구가 

수행됨

Ÿ 대기모델 적용에 있어 강윤희 외(2016)는 CMAQ 모델 절차 중 화학메커니

즘(SAPRC99, CB05) 적용에 따른 수도권 오존농도 모의결과를 상호·비교

함. 기상자료로는  WRF모델을 적용하였고, SMOKE, MEGA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CPA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배출량 인벤토리

를 적용함. 이 연구에서 CB05, SAPRC99 가스 화학식을 독립적으로 적용

한 결과, 특정시기(여름) 화학식에 따른 Ozone 농도 모사 결과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Ÿ 기상요소와 미세먼지 거동의 관계성 파악을 위해 모델링에 더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해역 미세먼지의 3차원 농도 분포 분석 필요

국외 연구 동향

Ÿ 대기모델 적용에 있어 T.P. Canty 외(2015)는 미서부 지역의 NO2, Ozone

의 농도를 CMAQ로 모사하고 인공위성(DOMINO)의 대기물질 측정을 통해 

대기모델은 평가함. 기상 자료는 WRF(Weather Research Forecast), 

MOVES(On Road Mobile Source), NMIM(Off Road mobile source)를 적용

하였고, 배출 프로세스는 자연 배출량 프로그램인 MEGAN(Model of 

Emissions of Gases and Aerosols from Nature), 인위적 배출량 프로그램

인 SMOKE(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로 이용함. 대기 가스 

화학식 계산에는 CB05를 이용하였고, 배출량 인벤토리는 

MARAMA(Mid-Atlantic Regional Air Management Associate) 적용함

Ÿ Dongsheng Chen 외(2017)는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중국 칭다

오 항만의 PM2.5 의 기여도를 분석함. 대기모델은 WRF - Chem을 사용

하였고, 가스 화학식은 RADMS2, 입자 화학식은 MADE/SORGAM을 적용하

였으며, 배출량 인벤토리는 MEIC(Multi-resolution Emission Inventory for 

China)를 이용함. 이 연구에서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방식은  

Bottom-up method를 이용하였고, 계산값을 대기모델에 적용함. 적용 결

과, 선박의 종류 중 컨테이너선의 배출량이 높고, 시기적으로 여름에 



- 44 -

PM2.5 기여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5. 해양생물 영향

(1) 해양생물 영향

국내 연구 동향

Ÿ 백령도 해역에서 황사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의 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연

구가 수행된 바 있음(이희일, 2010)

Ÿ 최근 aerosol index (AI)와 해색위성을 활용한 엽록소 a와의 연관성 연구

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및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황사의 주요 

경로 및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역적 연구 결과가 

보고됨 (그림 2-12; Yoon et al., 2017)

Ÿ 하지만,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을 제외한 다양한 생물학적 변수, 환경과

의 상호 작용, 먹이망 구조 및 생지화학적 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현장 조사를 통한 규명이 필수적임

Ÿ 대기 에어로졸 및 빗물에 의한 세균의 유입에 대한 연구가 동해 및 육상

에서 수행되었음 (Cho and Hwang 2011; Cho and Jang 2014)

Ÿ 동해 에어로졸에 세균은 약 1 x 105 cells m-3의 농도로 분포하며, 이 중 

2~20% 정도는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또한 빗물에도 세균이 약 

0.1~1.6 x 103 cells ml-1의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됨

Ÿ 이는 에어로졸 및 빗물 등을 통해 세균이 원거리 이동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결과로 황사를 통해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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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황사의 유입과 엽록소 a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Yoon et al. 2017의 연구 결과 인용) 

 

Ÿ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로 황사의 발생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줌 (그림 2-13; Yoon et al., 2017)

Ÿ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의 연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다만, 황사를 제외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음 

그림 2-13. 황사 발생 빈도의 연변동을 나타낸 그림.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명확히 보여줌(Yoon et al. 2017의 자료)

국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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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국 대륙의 황사 발생 빈도 연구

- 중국의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 발생 빈도가 197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황사가 춘계에 집중되어 발생됨(그림 2-14; 

Wang et al., 2017)

그림 2-14. 중국황사발원지에서 측정된 황사 발생 빈도의 연변동과 월별 발생 

빈도를 보여주는 그림 (Wang et al. 2017의 자료 인용)

Ÿ 강우에 의한 영양염 증가

- 황사의 직접적인 침적에 의한 영향 이외에 강우를 통한 에어로졸의 해

양 내 유입에 대해 Jiaozhou Bay에서 최근 연구 결과가 보고됨 (Xing et 

al. 2017)

- 흥미롭게도 황사의 유입이 많은 봄철 이외에 하계 및 다른 계절에도 상

당량의 영양염이 강우를 통해 유입됨을 보여주었음 (표 2-3)

- 이러한 습식 침적은 미세먼지가 해양으로 다량 유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표 2-3. 강수를 통한 영양염의 유입량의 계절 변동을 나타낸 표 (Xing et al. 

2017의 연구 결과 인용)

Ÿ 황사로 인한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및 입자성 유기탄소 증가

- 고비사막으로부터의 황사가 북태평양의 중앙부의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및 입자성 유기탄소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그림 2-15; Bishop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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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

- 이는 육상에서의 황사 등 대기 분진의 유입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반응

함으로써,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동이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2-15. 북태평양에서 미세먼지의 유입이 엽록소 a와 

입자성유기탄소(POC)의 증가를 야기함 (Bishop et al. 2002)

Ÿ 철 및 미량금속 공급을 통한 생태계 영향

- 대양은 영양염 뿐만 아니라 철 등의 미량 영양염이 결핍된 빈영양 해역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영양염 공급　뿐만 아니라 철 등의 공급도 생산력 변동에 

매우 중요함

- 실제로 빈영양 열대해역에서 질소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rocosphaera 및 Trichodesmium이 철 농도에 따라 영양염 농도에 따른 

반응과 성장 속도가 달라짐이 보고됨 (그림 2-16; Garcia et al. 2015). 

- 이는 대기 분진을 통한 철의 유입에 따라 질소의 생지화학적 순환이 변

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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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철의 농도에 따른 인산염 이용성 및 성장 속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Garcia et al. 2015의 연구결과 인용) 

Ÿ 대기 분진의 유입이 군집 조성의 변동을 야기

- 대기 분진을 통해 유입된 철의 유입이 병원성 세균인 Vibrio의 bloom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보고됨 (그림 2-17; Westrich et 

al. 2015)

- Vibrio는 때때로 해양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어류의 질병에 관련되

기도 함

그림 2-17. 황사로부터 유입된 철 농도 증가에 따른 Vibrio의 성장 속도 

증가를 나타낸 그림 (Westrich et al.의 연구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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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많은 생지화학적 과정에 참여하는 효소들은 미량금속을 co-factor

로 가져, 미량금속의 공급이 생물의 성장과 생태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수 있음(그림 2-18).

- 따라서, 대기 분진에 의한 영양염 공급 뿐아니라 미량금속원소의 공급

도 매우 중요한 연구 부분임

그림 2-18. 질소순환에 참여하는 효소들에 포함된 미량금속의 

종류를 나타낸 그림

(2) 인공위성 활용

국내 연구 동향

Ÿ Jo et al. (2007)은 동해 북부 해역에서 이른 봄철에 발생되는 클로로필 번

성에 아시아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해의 

TOMS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관측 자료와 SeaWiFS 위성 

클로로필 분석 자료를 비교한 결과 아시아 미세먼지가 지나가는 경우 봄

철 번성보다 약 1개월 정도 일찍 번성이 발생되었음을 발견함(그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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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a) 2001년 4월 9일 TOMS 에어로졸 인덱스를 이용한 황사 농도 (b) 

동해 해저지형과 해류 시스템(회색 화살표). TWC:  Tsushima Warm Current. (c)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3-5월 동안 에어로졸 인덱스가 2.5가 넘는 기간 

국외 연구 동향

Ÿ Loye-Pilot and Morelli (1988)은 지중해 해역의 대륙에서 유입되는 에어로

졸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Ÿ 대기 기단이 유럽의 여러 산업 지역을 통과할 경우 pH 농도가 4 정도로 

매우 낮고 황산에 의해 오염된 산성비가 발생되어 이온의 함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반대로 북부 아프리카 해역을 지날 경우 

pH 농도가 6~7 정도로 매우 높아지며 탄산칼슘의 농도가 높은 ‘red 

rain’이 발생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음

Ÿ Ozsoy and Saydam (2001)은 터키 에르데밀 주변 해역에서 연안 해역 표

층 해수에 함유된 철 (iron) 성분의 함유량과 종류를 분석하였는데, 봄철

과 가을철에 red rain이 발생되어 철 (iron), Fe(II), Fereac 등이 표층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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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되었음을 발견함

Ÿ  Claustre et al. (2002)는 지중해 해역의 매우 맑은 빈영양화 해역에서 해

색 위성에서 클로로필 농도가 높은 것처럼 녹색으로 관측된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유입된 먼지 입자가 

해양의 상층 해역에 위치하여 블루 광 파장에서의 흡광 및 그린 광 파장

에서의 후방산란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지중해의 다양한 매우 맑은 해

역에서 이러한 이유로 클로로필 농도가 과추정 될 수 있음을 지적함

Ÿ Calvo and Pelejero (2004)는 남반구의 중위도 해역에서 입자 코어 시추 

샘플 (sediment core)을 통해 대기 입자 유입으로 인한 식물 플랑크톤 조

성이 변경됨을 발견함

Ÿ Yuan and Zhang (2006)는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높은 생산성과 아시아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 대기 분진의 유입은 입자 부유, 흡

광, 공동 침전 등을 통해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함

Ÿ Tan et al. (2011)은 1998년부터 2008년 동안의 장기간의 아시아 먼지분진

과 클로로필 및 일차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Ren et al. 

(2011)은 황해 남부해역에 봄철에 유입되는 아시아 먼지분진의 알루미늄 

성분이 봄철 번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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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내·외 환경분석

1. 국내 환경분석

 

Ÿ 지속적 대기개선 목표 강화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 수립(환경부, `13.12)

- PM2.5, O3를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신설, 정책 방향을 인체 위해성 중

심으로 전환 

- 1차 관리 대상 물질(PM10, NOx, SOx, VOCs)중 PM10, NO2의 대기개선 

목표 강화(PM10: 40 → 30 ㎛/㎥, NO2: 22 → 21 ppb)

Ÿ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미래부, `16.09)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발표 및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구축

하여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 수립(`17~`23)

-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협력, 정부R&D 중

장기 투자전략의 3대 부문으로 구성 

Ÿ `18년도 정부연구개발 9대 중점투자방향 발표(미래부, `17.02)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기술의 패키지화·공백기술 확보(미세먼지 

분야 포함) 및 기술실증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과 핵심 대응기술 조기 확보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 지원

Ÿ 새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17.06)

-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및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발표하였으며, 별도의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

치 지시

Ÿ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17~`19)

-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국가 R&D 역량을 집중하여 (초)

미세먼지 ① 발생ㆍ유입, ② 측정ㆍ예보, ③ 집진ㆍ저감, ④ 보호ㆍ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ㆍ과학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국가전

략프로젝트」 추진

- 특히 발생ㆍ유입과 관련하여, (초)미세먼지 생성ㆍ변환 메커니즘 규명 

및 미세먼지 해외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 정량적 평가가 

주요 사업내용

Ÿ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국민환경 의식조사’시행 결과, 미세먼지 관심도가 높으며(47.9%),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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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52.9%)

- 국내 미세먼지 수준에 대한 불만족도는 55.2%이며, (초)미세먼지가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 및 위협도에 대해 응답자의 68.6%가 걱정

한다고 응답(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 국정감사(`17.10)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정부질의가 이어짐

2. 대외 환경분석

Ÿ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WHO 권고 기준에 비해 이미 20% 이상 낮은 (초)미세먼지 농도

가 측정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Ÿ 자동차 관리 및 석탄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 전기차 보급 등을 통

해 자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추진

-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 및 330만대 무공해 자동차 보급(~`25)

- 일본: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08~)

Ÿ 특히, 미국과 유럽은 수많은 고정 관측소에서 PM10, PM2.5 농도 뿐만아

니라,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무기화합물 농도와 카드뮴, 납, 구리, 

아연 등 중금속 함량을 관측하여, 대기질 관리 및 환경 정책 자료로 활용

하고 있음

Ÿ 중국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

시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추세를 보임

Ÿ 중국 황사 발원지에서 측정된 황사 발생 빈도자료에 의하면 1978년 이후

로 꾸준히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며(Wang et al., 2017),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로 감소추세가 나타남(Yoon et al., 2017)

Ÿ 그러나, 중국에서 1995년 이후 추정된 NOx 배출량의 변화추이는 전체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Ÿ 2000년대 블랙카본의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중국과 봄철 시

베리아 산불발생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Ÿ `15년부터 추진된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로 대도시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장들을 중국 동부 산둥성과 허베이성으로 

이전함에 따라(`20년까지 100% 이전 목표) 월경성 (초)미세먼지 문제는 점

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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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전략방향

(1) 환경변화 시사점 및 전략적 방향성

Ÿ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수많은 고정 관측소에서 PM10, PM2.5 농도 

뿐만 아니라,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무기화합물 농도와 카드뮴, 납, 

구리, 아연 등 중금속 함량을 관측하여, 대기질 관리 및 환경 정책 자료

로 활용하고 있음

Ÿ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1.3배에서 2배가 

높으며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환경부, 2016)

Ÿ 최근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가 개시됨(`17.06)에 따라, (초)미

세먼지의 근본적, 과학적 문제해결이 예상됨

Ÿ 주요 사업분야로 미세먼지 생성 및 오염원 규명, 미세먼지 입체감시 및 

예보기술 개발, 사업장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국민생활 보호·대응

기술 개발이 제시됨

Ÿ 이중, ‘미세먼지 입체감시 및 예보기술 개발’의 경우 미세먼지 모니터

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연구 동향에 맞춰 무기화합물

과 중금속 함량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함

Ÿ ‘미세먼지 생성 및 오염원 규명’ 세부 내용으로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우리나

라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해양(특히 황해)에서의 미세먼지 감시뿐

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생성기작과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는 

미세먼지 국·내외 기여도 평가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Ÿ 대부분 미세먼지 연구는 내륙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월경성 미세먼지 정

량화를 위해 우리원의 해양과학기지들을 기반으로 내륙 관측지점들과의 

연계 연구를 통해 중국 기원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오염물질

의 정량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가능

Ÿ 특히, 미세먼지 관련 모든 정책은 육상 관측 결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에 해양에서의 연구결과는 자료 검증과 해양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

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Ÿ 2016년 <네이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 항만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

각한 수준이며, 부산지역의 경우 44% 이상이 항만·선박 기원 미세먼지

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배출가스의 (초)미세먼지 생성 기여도에 대한 연구

는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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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세먼지의 해양 유입에 의한 해양 생산성 평가, 탄소순환에 미치는 영

향, 해양 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무한 실정임

Ÿ 따라서 2차오염의 영향이 적은 해양과학기지에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채

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유입 미세먼지, 선박배출 미세먼지, 해양발

생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미세먼지 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재료가 

되는 오염물질, 미세먼지 생성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제 등에 대한 관측과 

해양 생물 영향 연구 등이 요구됨

(2) SWOT 분석

가. 기회와 위협요인(표 2-4)

Ÿ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의 가장 큰 기회는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국민

적 관심도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작, 오염원 

규명, 국내·외 기여도 정량적 평가 등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Ÿ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는 무관하게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

설을 산둥성과 허베이성 쪽으로 이전을 추진함(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

트, `15~`20)에 따라 월경성 미세먼지의 증가 가능성은 국민 생활 보호 정

책차원에서는 위협 요소이나, 해양, 특히 황해에서의 미세먼지 연구는 월

경성 미세먼지 정량화를 통한 외교적 대응 자료 확보 측면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Ÿ 그러나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상시·고정 관측소가 부재인 

상황은 연구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동시에 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관리

하는 다수의 해양과학기지는 미세먼지의 상시·고정 관측을 가능하게 하

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Ÿ 미세먼지의 농도 및 구성물질의 기원 추적에 중점을 둔 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실제 미세먼지 침적량과 이를 구성하는 유기·무기화합물, 

중금속 등의 정량화가 요구되는 연구추세는 주변 환경에서 유입되는 2차 

오염을 배제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지에서의 미세먼지 관측, 채집, 건식·

습식 침적 시료 분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됨

Ÿ 특히 이차미세먼지 생성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해양의 역할, 

해양-대기 상호작용, 선박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기원 정량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필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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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O1.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O2.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 요구

O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 필요성 증가

O4. 선박 영향 평가, 해양 기원 

미세먼지, 생물영향 연구 선도

O5. 미세먼지 전구물질 및 미세먼지 

산화제 연구, 이차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 증가

T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횟수 

증가 예상

T2.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상시·고정 관측소 부재

T3. 2차 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정량화 문제

T4. 해양에서 미세먼지 생성, 거동 

등에 대한 이해 부족

T5. 선박 배출 미세먼지 평가 미비

표 2-4. 해양미세먼지 연구사업의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나. 강점과 약점(표 2-5)

Ÿ 내륙 연구 거점 부재가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미세먼지의 유입경로인 소

청초, 가거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및 황해중부 부이 등의 연구거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유입 미세먼지 기원 및 정량화 연구, 선박 기

여도 산정, 해양 발생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님

Ÿ 황해전역 및 동중국해를 아우르는 광역적 연구뿐만 인공위성, 무인기 등

을 활용한 상공 관측, 과학기지를 활용한 집중·시계열 연구 등 입체적 

미세먼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강점

Ÿ 그러나, 입체적 연구는 아직 추진된 바 없기 때문에 연구 자료 간 상호 

호환·활용 프로토콜이 정비되지 않은 약점이 있음

Ÿ 원격탐사, 지질, 화학, 생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

구그룹은 미세먼지 종합 연구에 최적화되었으나, 분야 간 필요한 연구시

료 확보 및 시료 공유·분배 문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Ÿ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양 관측 및 연구선 운항을 통해 직·간접적 미세먼

지 유입에 의한 해양 표층 영향 연구 추진이 가능하며, 해양-대기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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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기작에 대한 단초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점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S1. 해양과학기지를 잇는 광역 

미세먼지 연구 추진

S2. 상공-해상-해양내 입체적 

미세먼지 연구 가능

S3.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 

보유 

S4. 국내 유입 미세먼지, 미세먼지 

전구물질, 미세먼지 산화제 

관측과 선박, 생물 영향 평가,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 추진

W1. 내륙 연구 거점 부재

W2. 충분한 연구 시료 확보 및 

시료 공유·분배 문제 발생 

가능

W3. 연구 자료간 상호 호환·활용 

프로토콜 부재

표 2-5. 해양미세먼지 연구사업의 강점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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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대안 도출 (SWOT Matrix)

Ÿ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내부 역 

량 분석으로부터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SWOT Matrix를 작성(표 2-6)

강점 약점

기

회

요

인

SO전략

(기회와 강점의 시너지 전략)

WO전략

(기회를 통한 약점 극복 전략)

SO1. 광역적 연구를 통한 월경성 미

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추진 

(O2, S1)

SO2. 입체적 연구자료 확보를 통한 

미세먼지 정량화 (O3, S2) 

SO3. 직·간접적 연구자료 분석을 통

한 해양 발생 미세먼지 연구 주도 

(O4, S4)

SO4. 다양한 연구 접목으로 선박배

출, 해양 생물 영향, 해양-대기 상

호작용 연구자료 확보 (O4, S4)

WO1.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와의 협업 및 Air Korea와 같은 

공개 자료 활용을 통한 내륙거점 

부재 약점 극복 (W1, O1)

WO2. 단기간 성과 달성을 위한 집

중 투자로 해양과학기지 시료확

보 및 관측 장비 설치 (W2, O3)

WO2. 미세먼지 정량화 자료 기반, 

다양한 연구자료 간 상호 호환·

활용 프로토콜 마련 (W3, O3, 

O4, O5)

위

협

요

인

ST전략

(강점을 통한 위협 극복전략)

WT전략

(약점 최소화를 통한 위협 극복)

ST1. 입체적 미세먼지 연구를 통한 

국내유입 미세먼지 기원추적 (S2, 

T1)

ST2. 해양과학기지를 미세먼지 연구 

상시·고정 관측소로 활용 (S1, 

T2, T3)

ST3. 연구역량 집중을 통한 선박 및 

해양기원 미세먼지 연구 (S3, T5)

ST4. 인공위성, 무인기, 연구선, 해양

과학기지 활용을 통한 해양미세먼

지 공간분포 조사 (S4, T4)

WT1. 국외기원 미세먼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지 활용 극대

화 추진 (W1, T1)

WT2. 2차 오염이 적은 연구 거점 

우선 미세먼지 연구시료 확보 

(W2, T2, T3)

WT3. 황해상 국내유입 미세먼지 거

동 파악 (W4, T4)

WT4. 부산 등 항만지역 선박 기원 

미세먼지 영향연구 추진 (W1, 

T5)

표 2-6. 해양미세먼지 연구사업의 SWO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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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분석된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바탕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생

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연구의 전략목표 수립(표 2-7)

광역적·입체적 미세먼지 연구 시스템 구축

- 해양과학기지를 잇는 광역 미세먼지 연구 시스템 구축

- 인공위성, 무인기, 해양과학기지, 연구선을 활용한 입체적 미세먼지 

연구

-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내륙 주요 거점 연구소들과의 

협업 추진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시스템

○ 해양미세먼지 인벤토리

- 미세먼지 측정, 분석 기술 고도화 

-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해양기인 미세먼지, 선박배출 미세먼지 인벤토

리 구축 

- 유/무기 추적자를 활용한 미세먼지 오염원 finger print 연구

○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 공간분포 가시화 환경 구축

- 선박배출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배출량 추정 고도화

- 해양 환경에 적합한 대기-화학 확산 모델링

-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예측

황해 이차미세먼지 발생 모델

○ 해양대기 중 미세먼지 거동

- 해양과학기지, 연구선, 무인기 활용 미세먼지 전구물질 연중 플럭스 

산정 

- 국내유입 미세먼지 산화특성 규명

- 해양대기 중, 해수 중 미세먼지 전구물질 계절 변동성

○ 이차미세먼지 생성기작

- 스모그챔버를 활용한 이차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황해의 역할 규명

- 황해 상 이차미세먼지 생성 모델

표 2-7. 「미세먼지 생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연구의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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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비전 및 목표 수립

그림 3-1. 사업의 비전, 핵심목표 및 전략목표

Ÿ 해양과학기지 등 관측 및 시료확보 거점 완비, 시료 분배계획 수립, 연구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연구 추진

Ÿ 다양한 미세먼지 연구분야 중 해양과학기술원의 강점이 있는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유입·측정·집진 관련 연구와 해양거동, 이차미세먼지 

생성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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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진 전략

Ÿ 공동참여 및 융합연구를 통한 국가현안문제 해결

- 미세먼지 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재료가 되는 오염물질, 미세먼지 

생성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제 측정, 인공위성 자료처리, 무인기 운영, 선

박교통정보 수집, 해양 생물에 의한 전구물질, 대기-해양 상호작용 등의 

연구를 위해 관련 연구분야 간 공동 연구추진

- 연구분야 간 자료 공유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융합연구 추진

- 연구자 모두 참여하는 상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구자 상호간 의견 

교환 및 연구목표를 향한 공감대 형성

-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및 초청을 통해 주요 연구사례 및 동향 참조

-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논리화를 통한 국가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

초자료로 활용 추진

Ÿ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인프라 활용, 단독·연구분야 간 협동연구

- 광역적·입체적 미세먼지 관측 및 분석을 위해 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

과학기지, 연구선, 무인기, 인공위성 등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주요 대

학(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 외국어대 등) 및 관련기관(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연구사업단, 국립수산과학원 등)과의 협업 추진

- 주요 연구분야에 대한 과기원 내·외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Ÿ 연구 효율성 극대화

- 불필요한 연구업무 최소화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조직 운영

- 연구자는 체계적인 현장시료 채취 및 현장 데이터 획득, 분석자료 해석 

등에만 집중, 비정규직 인력활용 최소화와 연구 외적인 연구행정 업무는 

연구책임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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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추진내용

1. 광역 미세먼지 측정 및 채집 시스템 구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소청초, 가거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황해중부부

이, 연구선, 무인기, 인공위성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효율적 

광역 미세먼지 측정, 채집 시스템 구축

⦁ 단계별 미세먼지 측정 및 시료 채집 시스템 구축

○ 해양과학기지 활용

⦁ 미세먼지의 주요 유입경로인 우리나라의 황해와 동중국해에 3개의 해

양과학기지(이어도, 가거초, 소청초)와 1개의 대형 해양관측부이(황해중

부부이)에서 미세먼지 관측 및 채집 수행(그림 3-2)

그림 3-2. 우리나라 황해, 동중국해의 장기 해양시계열 관측을 위한 

해양과학기지 및 황해중부부이 

⦁ 해양과학기지는 전력/공간 등에 대한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연속적이

고 안정적으로 미세먼지 관측과 시료 채취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체

계를 마련할 수 있음

⦁ 해양과학기지에서는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샘플링하여 시계열 관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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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할 수도 있으며, 연구자들이 해양과학기지에 체류하면서 직접 

미세먼지 시료를 채집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측정(혹은 관측)과 시료 분석을 연계하여, 미세먼지 기원 및 

정량화 측면에서 월등히 높은 활용성을 갖는 자료 획득 가능

⦁ 현재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는 PM2.5 센서, 오존 센서, CO 센서 등의 

관측장비와 더불어 채집장비인 High Volume Air Sampler가 운영되고 

있음

⦁ 소청초 기지는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스모그에 포

함된 미세먼지 전구물질 관측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해양과학기지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양한 

관측센서 및 샘플링 장비를 운영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미세먼지 관련 연구수행 시 예산과 인력, 그리고 미세먼지 샘

플 획득의 가능성을 근거로 소청초 기지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필

요성 높음

⦁ 소청초 기지의 미세먼지 관측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 가거초 및 이어

도 기지에도 동일 관측/샘플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함

⦁ 시계열 관측자료와 샘플의 상호비교와 지속적인 변동성 파악을 위해 

해양과학기지에 구축되는 관측/샘플링 시스템은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장비 고장 및 검교정 등으로 인한 결측을 줄이기 위해 

백업장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해양과학기지 출입 주기와 시기, 그리고 체류 기간은 기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개월에 1회, 1주 정도 체류연구를 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관측/샘플링 계획 수립 필요

○ 시료 채집장비 및 측정장비 구축

⦁ 미세먼지 유입 정량화를 위한 wet deposition, dry deposition, total 

deposition 채집 장비 구축 (그림 3-3)

⦁ 미세먼지 기원 추적 연구를 위한 air sampler (total suspended matter, 

PM10, PM2.5) 장비 확보 (그림 3-4)

⦁ 과학기지의 경우, 3차원 바람관측 시스템(sonic anemometer) 설치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물리적 인자 파악 후 relaxation eddy 

accumulation 방법으로 디메틸설파이드(DMS)  플럭스 측정 (그림 3-5)

⦁ 선박 배출량 추정을 위한 선박이동(화물선 AIS, 어선 V-PASS) 모니터

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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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입자 포집 및 질산염, 황산염 자동분석 장치(Particle Into 

Liquid Sampler, PILS) 설치(과학기지 위주) (그림 3-6)

그림 3-3. dry 및 wet deposition 채집기 (TISCH 

Environmental) 

그림 3-4. 미세먼지 채집 장비 (Model PM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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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onic anemometer (Young 사)와 relaxation eddy accumulation 방법을 

활용한 해양 DMS 측정 설계(Zemmelink et al., 2004)

그림 3-6. 에어로졸 분석을 위한 PILS system (Metrohm AG) 

2. 해양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해양기인 미세먼지, 선박배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해양과학기지 미세먼지 채집시료 분석을 통한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계

절별, 기상조건별 조성 분석

⦁ 안정동위원소 분석기법 정립

- 초미세먼지 고감도 분석기술 개발

- 미세먼지 내 Cu, Pb, Zn 안정동위원소 분석기법 정립 및 오염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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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산정

- Black carbon 기원 추적 및 유입량 계절 변동성 조사

- 미량원소 기원에 대한 다양한 환경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여율 

산정을 위한 안정동위원소 비 라이브러리 구축

○ 유/무기 추적자를 활용한 미세먼지 오염원 finger print 연구

⦁ 유기물질

- 육상 및 해양 대기 중 유기물질(유기탄소) 기원 추적과 플럭스 측정

- 강수 시료에 대한 유색용존유기물(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측정을 통한 대기 중 유기물의 조성과 기원 규명

- 강수 시료 중 아미노산, 유기산, 용존 유기질소 등의 농도 측정을 통

한 강수 중 유기화학성분 조성 파악

- 탄소동위원소(C-13) 측정을 통한 유기탄소의 기원 규명

⦁ 중금속

- 미세먼지(Dry/wet deposit, TSP, PM2.5, PM10) 내 중금속 등 미량원소 

분석

- 해수 내 미량원소 분석(해염기원에 대한 배경농도 파악)

- Dry deposit시료를 이용한 중금속 용출 특성 연구

- 미세먼지 내 Cu, Pb, Zn 안정동위원소 분석 및 오염원/기여율 산정

⦁ 광물입자

- 대기 중 Total suspended particles 및 습식, 건식 침적 시료를 확보하

고, mineral dust를 추출한 후 동위원소, 지화학 조성, 석영의 ESR 및 

CI를 측정하여 기원지 규명  

- 시료의 확보: 봄철 황사시기에는 event별 시료 채취 그리고 그 외 시

기는 일정 주기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계절별 기원지 변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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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1) 선박기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그림 3-7. 선박기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 실시간 선박이동정보 모니터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본원에서 AIS, V-PASS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부산항을 입출항 또는 지나치는 상선과 어선 위치 모니터링 테스트

⦁ 또한 소청초 과학기지의 AIS 및 레이더 수집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 부산항 외 우리나라 연안의 선박이동정보 확보를 위해 해양과학기지,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 선박교통관제센터(VTS) 등의 AIS 수집정

보, 해양경찰 및 수협의 V-PASS 수집정보, 위성 이용한 선박위치정보 

활용 필요

⦁ 합성개구레이더(SAR) 등 인공위성 원격탐사기술 적용한 미식별 선박 

탐지, 탐지된 선박의 선수방위(Heading), 위치정보, 머신러닝 기법 기반

으로 운항모드(정박, 항해, 입출항) 및 선종 추정 기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전자해도 기반으로 컨테이너, 탱커, 여객 등 부두목적과 

위치가 담긴 항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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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묘박지와 일반항로에 위치한 선박의 선수방향을 통한 운항상태 

추정(안) (항구 Algeciras)

⦁ 부산항 인근의 선박이동정보(AIS, V-PASS)와 연료소모량 기반 미세먼

지 배출량 추정 예시

그림 3-9. 부산항 선박이동정보 미세먼지 배출량 모니터링 예(2018년 10월 22일)

(a) AIS 상선이동정보, (b) V-PASS 어선이동정보, 

(c) 선박기인 PM10 추정량, (d) 선박기인 PM2.5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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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선박기인 해양미세먼지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항만과 연안에 

접한 지자체 주민들의 건강 지원 정책 도출이 가능

그림 3-10. 소청초 과학기지의 AIS 및 레이더 안테나

(a)소청초 과학기지, (b)AIS 안테나, (c)레이더 안테나

○ 선박제원 데이터베이스(DB)

⦁ 우리나라 연안 항해 선박의 식별부호, 선종, 선박길이, 총톤수, 엔진 및 

발전기 출력 등 주요 제원정보 확보 필요

⦁ Lloyd 선급은 AIS가 구비된 전 세계 선박의 제원정보를 주로 제공하며, 

이 정보는 부산항 인근 항해선박의 약75%에 활용 가능

⦁ 선급 등 선박 유관기관을 통해 선박제원정보 획득하여 부족한 제원정

보 추가 필요

⦁ 선박식별자를 이용해 선박이동정보(AIS, V-PASS)와 제원정보의 연결 

계획

○ 실제 선박 운항정보 기반 엔진출력 및 연료소모량 분석

⦁ 선박이동정보와 선박제원정보를 통해 추정한 연료소모량의 유효성 확

인을 위해 운항선박의 실제 연료소모량 비교 필요

⦁ 선박관리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벌크화물선 1척의 

실시간 운항정보(선속, 상대풍향 및 풍속, 위치, 엔진출력, 연료소모량 

등) 수집 가능

⦁ 벌크화물선의 이동속도와 연료소모량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선박엔진

기인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 시도함

⦁ 벌크화물선의 엔진 연료소모량 추정에 앞서 수집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선박에 작용하는 바람, 해류 등 외력 영향을 제외하는 과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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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관공선 1척의 운항정보(속도, 위치, 연료소모량, 항해거리) 수집 및 분

석을 통한 연료소모량 계산식 검증

그림 3-11. 운항정보 수집 선박

(a) 벌크화물선 팬보나호, (b) 관공선 등대호

○ 선박제원 데이터베이스 기반 엔진 및 발전기 출력정보 분석

⦁ 선박의 속도 및 운항모드(정박, 항해, 입출항)에 따라 엔진(주기관)과 

발전기(보조기관) 출력 값이 결정되며 이 값과 아래의 식을 통해 연료

소모량 계산 가능

연료소모량  기관출력  ×부하계수 ×연료소모율 
⦁ 선박의 엔진 및 발전기 출력정보가 없을 경우 대비해 선박종류별 선박

길이, 총톤수와 기관출력 간의 관계분석 적용

⦁ 선박제원정보 획득이 어려운 소형어선의 경우 어촌계 등을 통해 총톤

수 및 엔진마력정보 획득

○ 해양기상정보 모니터링

⦁ 해상바람과 해류는 선박속도, 엔진부하량, 연료소모량, 배출량에 영향

을 미침

⦁ 운용해양시스템(KOOS)의 1시간 간격 해상바람 및 해류 정보 모니터링 

진행

⦁ 벌크화물선 1척의 과거 운항정보와 KOOS 과거자료 기반으로 해상바람

과 해류가 해당 선박의 연료소모량 및 엔진출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

⦁ 엔진등급, 연료유종에 따른 배출계수와 연료소모량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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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계수는 유럽환경청(EEA)에서 제공하는 엔진등급별(Tier 1, 2, 3), 

연료유종별(벙커유, 디젤유, 가솔린) 배출계수를 적용

⦁ 해양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예측치와 비교를 통해 선박기인 미세먼지의 

영향 분석 계획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 수집되는 선박이동정보

(AIS, RADAR)를 통한 미세먼지 추정치와 해양과학기지 관측장비 및 

드론을 통한 실측치를 비교하여 해상 대기오염기여정도 파악 

(2) 해양미세먼지 예측 모델링

그림 3-12. 대기질 모델링을 위한 CMAQ의 구성 프로그램과 각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

○ 기상 및 지형 모델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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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초기/경계 자료 생성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지 및 부산 연안에 대

한 Global Forecast System(GFS) 자료를 확보

⦁ GFS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 및 대기질 예측을 위한 Advanced Research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ARW) 모델 자료 생성

⦁ WRF-ARW 모델 자료를 바탕으로 MCIP(Meteorology-Chemistry 

Interface Processor)를 통해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ing System(CMAQ) 입력 자료 생성

⦁ MCIP 결과물을 통해 ICON(Initial Condition Processor)/BCON(Boundary 

Condition Processor)을 실행하여 기상 초기/경계 자료 생성

○ 해양미세먼지 배출량 자료 확보 및 변환

⦁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CAPSS)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과학기지 및 부산 연안의 점, 면, 이동 오염원의 배출량 자료 확보

⦁ Model of Emissions of Gases and Aerosols from Nature(MEGAN) 기반

으로 산정된 식생 배출량 자료 산출 결과 확보

⦁ 선박제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엔진출력 분석 결과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값 확보

⦁ 각 배출량 자료를 CMAQ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SMOKE) 모델을 통해 통합하고 자료형 변환

○ CMAQ 기반의 화학 수송 모델링을 바탕으로 대기질 예측

⦁ 기상 및 지형 모델 자료와 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CMAQ 

Chemistry-Transport Model(CCTM)의 입력 자료로 활용

⦁ CCTM 수행 결과에 따른 해양과학기지 및 부산 연안의 대기질 변화 

예측 자료 산출

⦁ 예측 자료를 CCTM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선박 운항에 따른 중장기

적인 영향에 대한 예측

⦁ 실제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선박 운항에 따른 대기질 변화 경향

에 대한 유사성 검증

○ 해양미세먼지 배출량 자료 확보 및 변환

⦁ 기상 및 지형 모델 자료와 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CMAQ 

Chemistry-Transport Model(CCTM)의 입력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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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해양미세먼지 예측모델(대기-화학 확산 모델, CMAQ) 셋업

4. 해양미세먼지 거동

○ 무인기 활용

⦁ 초다분광 센서를 탑재한 무인기를 활용하여 대기의 미세먼지 신호와 

해수신호의 차이를 파악

⦁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정량화 추진

⦁ 해양 미세먼지 농도의 고해상도 시간/일 변화, 시공간·수직적 분포 파

악

⦁ 해양 미세먼지의 수직적 농도와 기상요소 간 관계성 규명

⦁ 해양 미세먼지 농도의 고해상도 3차원 분포 특성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거동 연구

○ 미세먼지 산화특성 연구

⦁ 미세먼지 개별 입자 획득

⦁ 개별 입자에 대한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한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해

상에서의 산화특성 규명

⦁ 개별 입자 조성 기반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및 이차미세먼지의 정량적 

구분

⦁ Oxidation Flow Reactor (OFR)을 이용한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산화과

정 추적

5. 이차미세먼지 생성기작

○ 해양 생물 영향 및 기여도 평가

⦁ 생물영향 모니터링

- 소청초, 가거초 및 이어도 과학기지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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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센서 및 광합성율 측정용 광학 장비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생

물량 및 생산력의 연속 관측

- 위성자료를 활용한 황사 및 미세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관측

- 대기 유입 에어로졸 및 미세먼지와 해양 클로로필 번성/용존유기물/

부유물 농도 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 DMS의 계절별 농도 분포 파악 및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및 생산력 변

화에 따른 DMS 배출량 산정

○ 해양 대기 중 VOCs의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 연구

⦁ 해양 대기 중 SOA(secondary organic aerosol) 발생 규명을 위한 VOCs

의 시공간적 분포 모니터링

⦁ 해수 중 용존상 VOCs의 시공간적 분포 모니터링 및 해양-대기 상호작

용을 통한 VOCs 플럭스 계산

○ 선박 배출가스의 초미세먼지 생성 기여도 연구

⦁ 주요 항만 대기 중 선박 배출가스 기인 VOCs 오염현황 모니터링

⦁ 수용체 모델(Receptor Model)을 이용한 주요 항만 대기 중 선박 배출가

스 기여도 산정

○ 스모그챔버를 활용한 해양대기 중 이차미세먼지 생성 특성 규명

⦁ 연구선 활용 및 해양과학기지(집중 관측지점)에서 해양대기 중 미세먼

지 전구물질(NOx, SOx, VOCs 등) 배경농도 파악

⦁ 해양대기 중 미세먼지 산화제(O3, NO, NO2 등) 변동성 측정

⦁ 기온, 습도, 바람 등 기상자료 획득

⦁ 해양 조건에 맞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이차미세먼지 생성 특성 규명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황해의 역할 규명

⦁ 해양 생물기원 OVOCs의 분포특성 및 해양 대기 중 SOA 발생에 미치

는 영향 연구

⦁ 해양생물기원 DMS에 의한 이차미세먼지 생성 기여도 평가

⦁ 주요 항만 대기 중 선박 배출가스 기인 VOCs가 SOA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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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추진 체계

그림 3-14. KIOST 미세먼지 연구 추진 체계

Ÿ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인프라 활용

- 해양과학기지(소청초, 가거초, 이어도, 서해중부부이), 연구선, 인공위성, 

무인기 활용 KIOST 주도 연구

Ÿ 광역·입체적 연구 자료·시료

- 센서 측정자료, 인공위성 관측자료, 선박교통정보, 대기 필터 시료, 습

식·건식 침적 시료, 가스상 시료, 해수 시료, 기상자료 확보 및 분석 

Ÿ KIOST 미세먼지 연구팀 구성

- 해양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공간분포 모니터링, 해양거동, 이차미세먼

지 생성기작 등의 연구에 대한 물리/화학/생물/지질/공학/위성 연구센터 

연구자 참여, 분야별 공동·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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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외 협력

- 백령도 등 미세먼지 집중 관측소 자료 공동 활용 추진

- 미세먼지 생성기작, 해양거동 분석을 위한 관련연구기관 및 주요 대학

과의 협업 추진

- 이차미세먼지 생성조건 규명을 위한 스모그챔버, Oxiation Flow Reactor 

등을 활용한 공동 실험 

- 주로 관측자료, 장비 공유를 통한 협업, 토론 및 의견 교환을 추진하되, 

필요시 관련 연구자가 있는 대학과 공동(위탁)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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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기술로드맵

1. 기술정의

Ÿ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시스템과 해양에서 이차미세먼지 발생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

2. 분야별 핵심 기술

Ÿ 해양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미세먼지 무기 추적자(미량원소) 고감도 분석기술

- 안정동위원소 분석기술

- 유기화합물 분석기술

Ÿ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예측시스템

- 선박 교통정보 모니터링 기술

- 선박배출 미세먼지 추정 기술

- 해양미세먼지 자료 변환기술

- 대기-화학 확산 모델링 기술

Ÿ 해양미세먼지 거동

- 무인기 활용 기술

- 전자현미경 분석기술

- 미세먼지 산화과정 추적기술

Ÿ 이차미세먼지 생성기작

- 해양 VOCs, DMS 모니터링 기술

- 해양생물 기여도 평가기술

- 스모그챔버 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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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Ÿ 정책이슈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 수립(환경부, `13.12)으로 

대기질 개선 목표 강화

- `18년도 정부연구개발 9대 중점투자방향 중 ‘미세먼지 분야’포함(미래

부, `17.02):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과 핵심 대응기술 조기 확보 등

- 새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17.06), `22년까지 예산 7조 2000억원

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

Ÿ 기술이슈

-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개시(`17.06)

- 미세먼지 중 질산화물, 황산화물 등 무기화합물과 중금속 함량에 대한 

과학기술적 분석 요구 증대

- 월경성 미세먼지 정량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국내·외 기원 미세

먼지 기여도 평가

- 해양기원 (초)미세먼지 평가 필요

Ÿ 사회·경제적 이슈

- ‘국민환경 의식조사(`16)’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16년 <네이처>, 국내 대표 항만인 부산항이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

염항만’으로 선정

-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15년부터 베이징에 있는 공장

들을 산둥성과 허베이성 쪽으로 이전, `20년 까지 100% 이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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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맵

요소
기술

핵심기술 기술정의 최종제품 활용방안

해양
미세
먼지
인벤
토리 

미량원소 
고감도 
분석기술

미세먼지 유입량 
정량화, 미세먼지 내 
미량원소 농도 분석

미량원소 농도
미세먼지 및 
미량원소 유입량 
평가

안정동위원소 
분석기술

Cu, Pb, Zn 등 
무기추적자 
안정동위원소 분석

무기추적자
안정동위원소 비

미세먼지 오염원 및 
기여율 산정

유기화합물 
분석기술

아미노산, 유기산, 
용존 유기질소, 탄소 
등 조성 분석

미세먼지 
유기물 조성

유기물 조성에 따른 
미세먼지 기원 규명

해양
미세
먼지
공간
분포 
모니
터링
/예
측시
스템

선박교통정보 
모니터링
기술

미인식 선박 정보
확보 기술

선박교통정보
선박배출 미세먼지 
기여도 평가

선박배출
미세먼지
추정 기술

선박 연료유종별 
배출 미세먼지 평가

연료유 사용기반 
미세먼지 배출량

선박배출 미세먼지 
기여도 평가

해양미세먼지 
자료변환
기술

기상, 산화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등 모델링 자료로 변환 

관측, 측정자료 
데이터베이스

미세먼지 공간분포 
예측

대기-화학
확산 모델링 
기술

미세먼지 발생 및 
유입 예측 

해양미세먼지 확산 
모델

미세먼지 발생 및 
유입 예측

해양
미세
먼지 
거동

무인기 
활용기술

시공간·수직적 
미세먼지 거동 및 
농도분포 파악

미세먼지 3차원 
농도분포

해양미세먼지 
거동특성

전자현미경
분석기술

단일입자에 대한 
미세먼지 산화특성 
및 조성분석

미세먼지 단일입자 
전자현미경 사진 및 
조성

해양미세먼지 
산화특성 규명

미세먼지
산화과정
추적기술

산화 정도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 
채류시간 평가

미세먼지 산화도
미세먼지 
대기채류시간 평가

이차
미세
먼지 
생성
기작

VOCs, DMS
모니터링
기술

해양 VOCs, DMS 
농도 측정 

해양 VOCs, DMS 
공간분포

해양 이차미세먼지 
생성 기초자료

해양생물
기여도
평가기술

해양 VOCs, DMS와 
생물플랑크톤 
상관성 분석

생물플랑크톤 변동 
자료

이차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생물의 
영향 평가

스모그챔버
활용기술

해양조건에서 
이차미세먼지 
생성량 평가

이차미세먼지 
생성량

해양기상, 전구물질 
양적 변화에 따른 
이차미세먼지 생성

표 3-1. 연구사업 추진 세부 기술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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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로드맵 

1) 총괄 기술로드맵

그림 3-15. 사업추진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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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기술 로드맵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시스템 – 해양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가시화 시스템 개발 및 대기-화학 확산 모

델 개발

- 정의 : 

§ 선박교통정보 모니터링 및 선박배출 미세먼지 추정

§ 해양미세먼지, 전구물질, 산화제, 기상정보 등을 종합

§ 해양미세먼지 발생 및 유입 예측모델 개발

그림 3-16.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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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시스템 – 해양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미세먼지 내 존재하는 미량의 금속원소 및 유기물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

석을 통한 기원 추적 및 기여율 산정 기술

- 정의 : 

§ 미세먼지 유입량 정량화 및 미세먼지 내 미량원소 농도 분석 

기술

§ Cu, Pb, Zn 등 무기추적자 안정동위원소 분석 기술

§ 아미노산, 유기산, 용존 유기질소, 탐소 등 조성 분석 기술

그림 3-17. 해양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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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이차미세먼지 발생 예측 모델 – 해양미세먼지 거동>

해양미세먼지의 시공간·수직적 거동 및 미세먼지 산화특성 분석 기술

- 정의 : 

§ 시공간·수직적 미세먼지 거동 및 농도분포 파악 기술

§ 단일입자에 대한 미세먼지 산화특성 및 조성 분석 기술

§ 산화정도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 채류시간 평가 기술

그림 3-18. 해양미세먼지 거동 파악을 위한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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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이차미세먼지 발생 예측 모델 – 이차미세먼지 생성 기작>

해양대기 중 미세먼지 전구물질이 광화학반응에 의해 이차미세먼지로 생성

되는 기작과 해양의 영향 평가 기술

- 정의 : 

§ 해양 대기 및 해수 중 VOCs, DMS 농도 측정 기술

§ 생물플랑크톤에 의한 전구물질 발생 평가 기술

§ 해양조건에서 이차미세먼지 생성량 평가 기술

그림 3-19. 이차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을 위한 기술 로드맵









- 91 -

제 1 절 정책적 타당성

o  정책성 평가

Ÿ <미세먼지 생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 연구사업은 국가 상위 

계획과 부합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3-58 “미세먼

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전략 4-84 “깨끗한 바다, 풍요로

운 어장”에 부합

-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화에 월경성 미세먼지 정량화 자료

는 필수적임 

- 미래부 `18년 정부연구개발 9대 중점투자방향(`17.02) 중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과 핵심 대응기술 조기 확보 등 국민 삶의질 향상”에 

해당

-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과학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미래창조

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4대 분야 중,

미세먼지 발생·유입, 측정, 집진 분야에 해당

* `17년 6월 출범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4대 분야: 미세먼지 ① 발생ㆍ

유입, ② 측정ㆍ예보, ③ 집진ㆍ저감, ④ 보호ㆍ대응

Ÿ 해양과기원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라는 해

양과기원 임무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내용에 부합

- 전략목표 1 “해양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의 성과목표 중 

“1-1 한반도 해역 해수순환, 물질순환, 해안지형, 고해양 연구”(한반도 

해역 물질순환) 및 “1-4 해양관측위성 개발 및 서비스”에 해당(미세먼

지 해양유입과정 추적)

- 전략목표 2 “해양환경/보존기술 개발 및 해양오염 관리체제 강화”의 

성과목표 중 “2-2 해양 유해물질 제어기술 개발”(해양유입 오염물질 

진단 및 예측) 및 “2-3 적조 및 외래생물 확산방지기술 개발”에 해당

- 전략목표 3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미래 유용자원 탐색·활

용”의 성과목표 중 “3-1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이해 및 

대응기술 연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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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필요성

Ÿ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공공성, 공익성, 종합성 등 다양한 역할

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으로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수요 대응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이 필요함

Ÿ 특히, 해양과학기지, 연구선 및 무인기를 활용한 해양에서 미세먼지 연구

추진 및 인공위성, 해상교통정보를 결합한 해양공간의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술 개발은 공익성이 매우 높은 연구임

Ÿ 국내 유입 미세먼지 정량화 및 특성규명을 위해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

구 필수, 특히 연구가 미흡한 선박배출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의 변화 및 이차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연구 필요

Ÿ 국가 미세먼지 사업단 중심으로(2017년 출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미

세먼지의 이동/변화/유입 경로인 황해에서 연구가 부족함

Ÿ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를 통해 획득되는 국내·외 기여도 평가 자료

는 미세먼지 관련 국제 외교, 특히 대중 외교 정책자료로 활용도가 높음

Ÿ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광역적으로 

수행된 적이 없고, 특히 미세먼지 발생, 유입, 측정 분야는 높은 공공성에

도 불구하고 단기성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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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적 타당성

o  비전 및 목표설정의 우수성

Ÿ 본 기획연구에서 “해양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도출된 주요 사업 범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국가 

정책에 필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기술원의 고유 

임무와도 부합됨

Ÿ 기술 로드맵은 미세먼지 관련 국가적 주요 이슈에 대해 해양과학기술 분

야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주요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 

분야별 주요 연구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함

Ÿ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분야 간 강점을 융합하여 해양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예측 시스템 개발, 해양미세먼지 

거도파악, 이차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으로 대표되는 세부 연구목표 수립

o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

Ÿ 지속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육상에서의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고정 관측 및 연구시

료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며, 고정 관측소로 해양과학기지 

활용, 시기별 연구선 운항 및 무인기 활용 측정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

료 및 시료를 확보하여 연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Ÿ 해양의 경우, 육상과는 다르게 2차적인 오염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기존 

육상에서의 연구보다 정확한 월경성 미세먼지 정량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Ÿ 특히, 최근 출범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및 항만미세먼지 연

구과제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료확보 및 자료공유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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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제적 타당성

o  예산규모의 적절성

Ÿ 사업 예산은 5년(`20~`24) 간 총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1단계 “연구

기반 구축, 측정/분석기술 고도화, 기초 연구자료 확보”의 예산은 2년

(`20~`21) 간 50억원, 2단계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예측 모델 개발, 해

양 이차미세먼지 생성 기작 규명”의 예산은 3년(`22~`24) 간 70억원

- 본 사업은 해양과학기지, 무인기,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연

구시료 확보 및 관측 자료 획득과 연구선 운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점 

별 연구장비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단위 사업에서 활용하던 연구장

비 공동 활용 추진 및 육상 연구자료 활용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사

업효과 극대화 가능

- 스모그챔버, Flow Tube Reactor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위탁 

혹은 협력연구를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함

o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Ÿ 해양미세먼지에 대한 광역·입체적 연구 체계 및 기법 확립을 통한 <해

양-대기 연계연구> 확대

Ÿ 해양미세먼지 연구를 통해 이차미세먼지 생성 및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과학기술적 

정보를 제공

Ÿ 기존 단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 기반 대기질 정보제공이 아닌, 대기오

염물질의 배출, 확산, 이동, 화학반응, 자정 작용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

려된 종합 대기질 예측 모델기반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개발로의 전환

Ÿ 미세먼지 생성 전구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

응에 따른 2차 오염물질 생성과 기후와의 상관성뿐만 아니라 해양 탄

소·질소 순환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초석 제공

Ÿ 특히,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서, 효율

적 선박배출 저감기술 개발 및 정책적 저감 방안마련의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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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적 파급효과

Ÿ 대기 및 해수 중 극미량의 미세먼지 분석값 활용 센서 보정기술 확보를 

통한 미세먼지 구성성분 별 감지 센서 고도화 산업에 기여

Ÿ <발생-확산-이동-화학반응> 과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분야 증강현실 서비스 산업으로의 파급

Ÿ 선박배출 저감기술 분야에 활용

Ÿ 개발된 기술은 환경영향평가와 종다양성 보호 관련 산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

o  경제성 분석 결과

Ÿ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37로서 본 연구개발사업은 경제적으

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

Ÿ 내부수익률은 8.1%이며, 순현재가치는 3,520백만원인 것으로 분석

표 4-1.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분석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백만원) 13,132

총 비용의 현재가치(백만원) 9,612

순현재가치(백만원) 3,520

편익/비용 비율 1.37

내부수익률 8.1

o  민감도 분석 결과

Ÿ (민감도 분석 개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편익 추정치

가 변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수행 

후 민감도 분석 시행을 제안

Ÿ 편익 및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20%까

지 10%p씩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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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표 4-2.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변화율

(%)

총편익의

현재가치

(백만원)

총비용의

현재가치

(백만원)

순현재가치

(백만원)
B/C

편익의 변화

-20% 10,506 9,612 894 1.09

-10% 11,819 9,612 2,207 1.23

0% 13,132 9,612 3,520 1.37

10% 14,445 9,612 4,833 1.50

20% 15,758 9,612 6,146 1.64

비용의 변화

-20% 13,132 7,690 5,442 1.71

-10% 13,132 8,651 4,481 1.52

0% 13,132 9,612 3,520 1.37

10% 13,132 10,573 2,559 1.24

20% 13,132 11,534 1,59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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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대 효과

o  경제적 측면

Ÿ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물질(VOCs), 중금속 등 미세

먼지 구성 물질 별 정량화를 통한 미세먼지 영향 및 저감에 따르는 사회

적 비용 책정

Ÿ 배출가스규제지역(ECA) 및 황산화물배출규제지역(SECA) 통항 선박 대상 

연료 내 황함량 및 SOx, NOx, VOCs 배출 정밀평가를 통한 선진국 환경

규제 대응 및 국내 해운업계 보호

Ÿ 해양유입 미세먼지 사업을 통해 개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 분석/추적기

술, 환경영향평가기술, 생물/환경 위해성평가기술, 저감/처리기술은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증대로 시장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Ÿ 관련 산업 육성 및 환경 관련 분야 신산업 창출로 산업 확장 및 고용창

출 효과 기대

Ÿ 경제적 파급효과

- 해양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1원 투자할 경우 타 산업에 0.8617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1차 금속제품과 도소매서비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1.0000원을 포함한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8617원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해양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1원을 투자할 

경우 타산업에 0.3072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도소매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0.3406원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 유발효

과는 0.6478으로 나타남

-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10억원 투자 

시 타산업에 5.380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데 도소매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

과 4.3382명을 포함한 전체 취업유발효과는 9.7191명으로 나타남

- 총 연구비 120억원을 투입할 경우 해양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

적 파급효과의 분석결과는 그림 5-1과 같음

- 연구개발 사업의 총 연구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32.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8.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116.6명에 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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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됨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총 효과

생산유발
효과

➡
1원당 1.0원
223.4억원

+
1원당 0.8617원
103.4억원

=
1원당 1.8617원
326.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
1원당 0.3406원
77.7억원

+
1원당 0.3406원
40.9억원

=
1원당 0.6478원
118.6억원

취업유발
효과

➡
10억원당 4.3382명

52.1명
+
10억원당 5.3808명

64.6명
=
10억원당 9.7191명

116.6명

그림 5-1. 해양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o  환경적 측면

Ÿ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정량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유입량 및 배출량 불

확실성 개선

Ÿ 해양 관측 거점 확보 및 해양위성 자료 활용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및 

측정 범위 확장

Ÿ 해양-대기 상호 작용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기후변화 미치는 영향 평

가 기대

Ÿ 주요 항포구 대기 중 선박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오염기여도 산정을 통한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 노출 피해 최소화

o  정책적 측면

Ÿ 정책적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및 배출 기준 마련에 기여

Ÿ 미세먼지 관련 대외 외교정책 자료 제공

Ÿ 사업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과학적/기술적 자료는 대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체계 구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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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선진적인 선박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량 평가를 통한 MARPOL 환경

규제 선도적 이행에 기여

Ÿ 국내 운항 선박 특성에 맞는 선박 배출가스 배출계수 산정을 통한 효율

적인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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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 방안

Ÿ 국가적 환경현안인 미세먼지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에 활용

Ÿ 해양유입 미세먼지 정량화 및 오염물질 특성 파악, 국내·외 미세먼지의 

상대적 기여도 평가, 기원지 및 오염원 추적을 통한 정책적 미세먼지 저

감 방안 및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Ÿ 해양기원 미세먼지 발생기작 이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유입량 및 국내 

배출량 불확실성 개선에 활용

Ÿ 국외 기원 해양유입 미세먼지 정량화를 통한 월경성 오염문제 등 외교적 

대응 자료로 활용

Ÿ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논리화를 통한 국가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

초자료로 활용

Ÿ MARPOL 부속서 VI 이행을 위한 국내 오염현황 파악 및 정책자료로 활용

Ÿ 관할해역 관리를 위한 생물·생태계, 환경변화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

Ÿ 해양유입 오염물의 분석/추적, 환경영향평가, 생물/환경위해성 평가, 저감/

처리에 활용

Ÿ 관련 환경기술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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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 (RFP)

사 업 명 미세먼지 생성, 유입에 대한 해양의 역할 규명

과 제 명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실시간 예측기술 개발

연구기간
(총)

5년
예상정부지원액

(총)
120억원 

1. 연구의 필요성

¡ 추진의 시급성 

Ÿ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으며, 정책

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발생기작, 오염원 규

명, 국내·외 기여도 정량적 평가 등에 대한 연구수행이 시급함

Ÿ 국내 유입 미세먼지의 기원별 정량화 및 특성규명을 위해 2차 오염이 

적은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가 미흡한 선박배출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변화 및 이차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연구 필요

Ÿ 특히 해양에서의 연구는 월경성 미세먼지 특성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 대응 자료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해양 발생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 산정을 통해 국내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발생 

및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Ÿ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출범에 따라 시료확보 및 자료공유 등 연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며, 해양-육상-상공을 아우르는 

광역·입체적 미세먼지 연구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짐

¡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필요성

Ÿ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공공성, 공익성, 종합성 등 다양한 역할

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으로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

임, 사회적 수요 대응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이 필요

Ÿ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를 통해 획득되는 국내·외 기여도 평가 자료

는 미세먼지 관련 국제 외교, 특히 대중 외교 정책자료로 활용도가 높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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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가 미세먼지 사업단 중심으로(2017년 출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미세먼지의 이동/변화/유입 경로인 황해에서 연구가 부족함

Ÿ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광역적으로 

수행된 적이 없고, 특히 미세먼지 발생, 유입, 측정 분야는 높은 공공성

에도 불구하고 단기성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연구 지원이 필요

¡ 국가 상위 계획과 부합

Ÿ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3-58 “미세먼

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전략 4-84 “깨끗한 바다, 풍요로

운 어장”에 부합

Ÿ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화에 월경성 미세먼지 정량화 자료

는 필수적임 

Ÿ 미래부 `18년 정부연구개발 9대 중점투자방향(`17.02) 중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과 핵심 대응기술 조기 확보 등 국민 삶의질 향상”에 

해당

Ÿ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과학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미래창조

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4대 분야 

중,미세먼지 발생·유입, 측정, 집진 분야에 해당

* `17년 6월 출범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4대 분야: 미세먼지 ① 발생ㆍ

유입, ② 측정ㆍ예보, ③ 집진ㆍ저감, ④ 보호ㆍ대응

2.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수많은 고정 관측소에서 PM10, PM2.5 농도 

뿐만 아니라,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무기화합물 농도와 카드뮴, 납, 

구리, 아연 등 중금속 함량을 관측하여, 대기질 관리 및 환경 정책 자료

로 활용하고 있음

¡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1.3배에서 2배가 

높으며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환경부, 2016)

¡ 최근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가 개시됨(`17.06)에 따라, (초)미

세먼지의 근본적, 과학적 문제해결이 예상됨

¡ 주요 사업분야로 미세먼지 생성 및 오염원 규명, 미세먼지 입체감시 및 

예보기술 개발, 사업장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국민생활 보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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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이 제시됨

¡ 이중, ‘미세먼지 입체감시 및 예보기술 개발’의 경우 미세먼지 모니터

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연구 동향에 맞춰 무기화합물

과 중금속 함량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함

¡ ‘미세먼지 생성 및 오염원 규명’ 세부 내용으로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우리나

라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해양(특히 서해)에서의 미세먼지 감시뿐

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생성기작과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는 

미세먼지 국·내외 기여도 평가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대부분 미세먼지 연구는 내륙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월경성 미세먼지 정

량화를 위해 우리원의 서해 해양과학기지들과 울릉센터, 동해 장기 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륙 관측지점들과의 연계 연구를 통해 중국 기원 미

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오염물질의 정량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가능

¡ 특히, 미세먼지 관련 모든 정책은 육상 관측 결과를 기준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연구결과는 자료 검증과 해양유입 영향 기초 자료 확

보 측면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함

¡ 2016년 <네이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 항만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

각한 수준이며, 부산지역의 경우 44% 이상이 항만·선박 기원 미세먼지

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배출가스의 (초)미세먼지 생성 기여도에 대한 연구

는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않음

¡ 따라서 해양에서 미세먼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외 기원 미세먼지 및 유기/무기화합물, 중금속 정량화와 미세

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차미세먼지 생성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 목표

해양 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황해의 역할 규명

(2) 연차별 사업내용 및 주요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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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범위

(3-1) 광역 미세먼지 측정 및 채집 시스템 구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소청초, 가거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황해중부부

이, 연구선, 무인기, 인공위성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효율적 

광역 미세먼지 측정, 채집 시스템 구축

⦁ 단계별 미세먼지 측정 및 시료 채집 시스템 구축

○ 해양과학기지 활용

⦁ 미세먼지의 주요 유입경로인 우리나라의 황해와 동중국해에 3개의 해

양과학기지(이어도, 가거초, 소청초)와 1개의 대형 해양관측부이(황해중

부부이)에서 미세먼지 관측 및 채집 수행

○ 시료 채집장비 및 측정장비 구축

⦁ 미세먼지 유입 정량화를 위한 wet deposition, dry deposition, total 

deposition 채집 장비 구축 (그림 3-3)

⦁ 미세먼지 기원 추적 연구를 위한 air sampler (total suspended matter, 

PM10, PM2.5) 장비 확보 (그림 3-4)

⦁ 과학기지의 경우, 3차원 바람관측 시스템(sonic anemometer) 설치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물리적 인자 파악 후 relaxation eddy 

accumulation 방법으로 디메틸설파이드(DMS)  플럭스 측정 (그림 3-5)

⦁ 선박 배출량 추정을 위한 선박이동(화물선 AIS, 어선 V-PASS) 모니터

링 체계 구축

⦁ 미세먼지 입자 포집 및 질산염, 황산염 자동분석 장치(Particle Into 

Liquid Sampler, PILS) 설치(과학기지 위주)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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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양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해양기인 미세먼지, 선박배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해양과학기지 미세먼지 채집시료 분석을 통한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계

절별, 기상조건별 조성 분석

⦁ 안정동위원소 분석기법 정립

- 초미세먼지 고감도 분석기술 개발

- 미세먼지 내 Cu, Pb, Zn 안정동위원소 분석기법 정립 및 오염원/기여

율 산정

- Black carbon 기원 추적 및 유입량 계절 변동성 조사

- 미량원소 기원에 대한 다양한 환경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여율 

산정을 위한 안정동위원소 비 라이브러리 구축

○ 유/무기 추적자를 활용한 미세먼지 오염원 finger print 연구

⦁ 유기물질

- 육상 및 해양 대기 중 유기물질(유기탄소) 기원 추적과 플럭스 측정

- 강수 시료에 대한 유색용존유기물(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측정을 통한 대기 중 유기물의 조성과 기원 규명

- 강수 시료 중 아미노산, 유기산, 용존 유기질소 등의 농도 측정을 통

한 강수 중 유기화학성분 조성 파악

- 탄소동위원소(C-13) 측정을 통한 유기탄소의 기원 규명

⦁ 중금속

- 미세먼지(Dry/wet deposit, TSP, PM2.5, PM10) 내 중금속 등 미량원소 

분석

- 해수 내 미량원소 분석(해염기원에 대한 배경농도 파악)

- Dry deposit시료를 이용한 중금속 용출 특성 연구

- 미세먼지 내 Cu, Pb, Zn 안정동위원소 분석 및 오염원/기여율 산정

⦁ 광물입자

- 대기 중 Total suspended particles 및 습식, 건식 침적 시료를 확보하

고, mineral dust를 추출한 후 동위원소, 지화학 조성, 석영의 ES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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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를 측정하여 기원지 규명  

- 시료의 확보: 봄철 황사시기에는 event별 시료 채취 그리고 그 외 시

기는 일정 주기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계절별 기원지 변화 추적

(3-3)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모니터링

(3-3-1) 선박기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 실시간 선박이동정보 모니터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본원에서 AIS, V-PASS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부산항을 입출항 또는 지나치는 상선과 어선 위치 모니터링 테스트

⦁ 또한 소청초 과학기지의 AIS 및 레이더 수집정보 활용

⦁ 부산항 외 우리나라 연안의 선박이동정보 확보를 위해 해양과학기지,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 선박교통관제센터(VTS) 등의 AIS 수집정

보, 해양경찰 및 수협의 V-PASS 수집정보, 위성 이용한 선박위치정보 

활용 

⦁ 합성개구레이더(SAR) 등 인공위성 원격탐사기술 적용한 미식별 선박 

탐지, 탐지된 선박의 선수방위(Heading), 위치정보, 머신러닝 기법 기반

으로 운항모드(정박, 항해, 입출항) 및 선종 추정 기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전자해도 기반으로 컨테이너, 탱커, 여객 등 부두목적과 

위치가 담긴 항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실시간 선박기인 해양미세먼지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항만과 연안에 

접한 지자체 주민들의 건강 지원 정책 도출

○ 선박제원 데이터베이스(DB)

⦁ 우리나라 연안 항해 선박의 식별부호, 선종, 선박길이, 총톤수, 엔진 및 

발전기 출력 등 주요 제원정보 확보 

⦁ 선급 등 선박 유관기관을 통해 선박제원정보 획득하여 부족한 제원정

보 추가 

⦁ 선박식별자를 이용해 선박이동정보(AIS, V-PASS)와 제원정보 연결

○ 실제 선박 운항정보 기반 엔진출력 및 연료소모량 분석

⦁ 선박이동정보와 선박제원정보를 통해 추정한 연료소모량의 유효성 확

인을 위해 운항선박의 실제 연료소모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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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관리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벌크화물선 1척의 

실시간 운항정보(선속, 상대풍향 및 풍속, 위치, 엔진출력, 연료소모량 

등) 수집 

⦁ 벌크화물선의 이동속도와 연료소모량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선박엔진

기인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 시도

⦁ 벌크화물선의 엔진 연료소모량 추정에 앞서 수집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선박에 작용하는 바람, 해류 등 외력 영향을 제외하는 과정 필

요

○ 선박제원 데이터베이스 기반 엔진 및 발전기 출력정보 분석

⦁ 선박의 속도 및 운항모드(정박, 항해, 입출항)에 따라 엔진(주기관)과 

발전기(보조기관) 출력 값이 결정되며 이 값과 아래의 식을 통해 연료

소모량 계산 

연료소모량  기관출력  ×부하계수 ×연료소모율 
⦁ 선박의 엔진 및 발전기 출력정보가 없을 경우 대비해 선박종류별 선박

길이, 총톤수와 기관출력 간의 관계분석 적용

⦁ 선박제원정보 획득이 어려운 소형어선의 경우 어촌계 등을 통해 총톤

수 및 엔진마력정보 획득

○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

⦁ 엔진등급, 연료유종에 따른 배출계수와 연료소모량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

⦁ 배출계수는 유럽환경청(EEA)에서 제공하는 엔진등급별(Tier 1, 2, 3), 

연료유종별(벙커유, 디젤유, 가솔린) 배출계수 적용

⦁ 해양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예측치와 비교를 통해 선박기인 미세먼지의 

영향 분석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 수집되는 선박이동정보

(AIS, RADAR)를 통한 미세먼지 추정치와 해양과학기지 관측장비 및 

드론을 통한 실측치를 비교하여 해상 대기오염기여정도 파악 

(3-3-2) 해양미세먼지 예측 모델링

○ 기상 및 지형 모델 자료 확보

⦁ 기상 초기/경계 자료 생성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지 및 부산 연안에 대

한 Global Forecast System(GFS) 자료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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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S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 및 대기질 예측을 위한 Advanced Research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ARW) 모델 자료 생성

⦁ WRF-ARW 모델 자료를 바탕으로 MCIP(Meteorology-Chemistry 

Interface Processor)를 통해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ing System(CMAQ) 입력 자료 생성

⦁ MCIP 결과물을 통해 ICON(Initial Condition Processor)/BCON(Boundary 

Condition Processor)을 실행하여 기상 초기/경계 자료 생성

○ 해양미세먼지 배출량 자료 확보 및 변환

⦁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CAPSS)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과학기지 및 부산 연안의 점, 면, 이동 오염원의 배출량 자료 확보

⦁ Model of Emissions of Gases and Aerosols from Nature(MEGAN) 기반

으로 산정된 식생 배출량 자료 산출 결과 확보

⦁ 선박제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엔진출력 분석 결과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값 확보

⦁ 각 배출량 자료를 CMAQ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SMOKE) 모델을 통해 통합하고 자료형 변환

○ CMAQ 기반의 화학 수송 모델링을 바탕으로 대기질 예측

⦁ 기상 및 지형 모델 자료와 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CMAQ 

Chemistry-Transport Model(CCTM)의 입력 자료로 활용

⦁ CCTM 수행 결과에 따른 해양과학기지 및 부산 연안의 대기질 변화 

예측 자료 산출

⦁ 예측 자료를 CCTM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선박 운항에 따른 중장기

적인 영향에 대한 예측

⦁ 실제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선박 운항에 따른 대기질 변화 경향

에 대한 유사성 검증

○ 해양미세먼지 배출량 자료 확보 및 변환

⦁ 기상 및 지형 모델 자료와 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CMAQ 

Chemistry-Transport Model(CCTM)의 입력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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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양미세먼지 거동

○ 무인기 활용

⦁ 초다분광 센서를 탑재한 무인기를 활용하여 대기의 미세먼지 신호와 

해수신호의 차이를 파악

⦁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정량화 추진

⦁ 해양 미세먼지 농도의 고해상도 시간/일 변화, 시공간·수직적 분포 파

악

⦁ 해양 미세먼지의 수직적 농도와 기상요소 간 관계성 규명

⦁ 해양 미세먼지 농도의 고해상도 3차원 분포 특성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거동 연구

○ 미세먼지 산화특성 연구

⦁ 미세먼지 개별 입자 획득

⦁ 개별 입자에 대한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한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해

상에서의 산화특성 규명

⦁ 개별 입자 조성 기반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및 이차미세먼지의 정량적 

구분

⦁ Oxidation Flow Reactor (OFR)을 이용한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산화과

정 추적

(3-5) 이차미세먼지 생성기작

○ 해양 생물 영향 및 기여도 평가

⦁ 생물영향 모니터링

- 소청초, 가거초 및 이어도 과학기지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형광센서 및 광합성율 측정용 광학 장비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생

물량 및 생산력의 연속 관측

- 위성자료를 활용한 황사 및 미세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관측

- 대기 유입 에어로졸 및 미세먼지와 해양 클로로필 번성/용존유기물/

부유물 농도 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 DMS의 계절별 농도 분포 파악 및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및 생산력 변

화에 따른 DMS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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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대기 중 VOCs의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 연구

⦁ 해양 대기 중 SOA(secondary organic aerosol) 발생 규명을 위한 VOCs

의 시공간적 분포 모니터링

⦁ 해수 중 용존상 VOCs의 시공간적 분포 모니터링 및 해양-대기 상호작

용을 통한 VOCs 플럭스 계산

○ 선박 배출가스의 초미세먼지 생성 기여도 연구

⦁ 주요 항만 대기 중 선박 배출가스 기인 VOCs 오염현황 모니터링

⦁ 수용체 모델(Receptor Model)을 이용한 주요 항만 대기 중 선박 배출가

스 기여도 산정

○ 스모그챔버를 활용한 해양대기 중 이차미세먼지 생성 특성 규명

⦁ 연구선 활용 및 해양과학기지(집중 관측지점)에서 해양대기 중 미세먼

지 전구물질(NOx, SOx, VOCs 등) 배경농도 파악

⦁ 해양대기 중 미세먼지 산화제(O3, NO, NO2 등) 변동성 측정

⦁ 기온, 습도, 바람 등 기상자료 획득

⦁ 해양 조건에 맞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이차미세먼지 생성 특성 규명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황해의 역할 규명

⦁ 해양 생물기원 OVOCs의 분포특성 및 해양 대기 중 SOA 발생에 미치

는 영향 연구

⦁ 해양생물기원 DMS에 의한 이차미세먼지 생성 기여도 평가

⦁ 주요 항만 대기 중 선박 배출가스 기인 VOCs가 SOA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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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성과물 및 성과지표

분류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
목표

국내 
최고수준

해양
미세
먼지
인벤
토리 

미량원소 고감도 
분석기술

미세먼지 유입량 정량화 및 
미세먼지 내 미량원소 농도

국립환경
과학원

안정동위원소 
분석기술

Cu, Pb, Zn 등 무기추적자 
안정동위원소 비

KIOST

유기화합물 
분석기술

아미노산, 유기산, 용존 유기질소, 
탄소 등 조성 분석

국립환경
과학원

해양
미세
먼지
공간
분포 
모니
터링
/예
측시
스템

선박교통정보 
모니터링기술

미인식 선박 정보 확보 건 1 KIOST

선박배출 미세먼지 
추정 기술

연료유 사용기반 미세먼지 배출량 건 1 KIOST

해양미세먼지 
자료변환 기술

기상, 산화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등 관측, 측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건 1 GIST

대기-화학 확산 
모델링 기술

해양미세먼지 공간분포 예측 모델 건 1 GIST

해양
미세
먼지 
거동

무인기 활용기술 미세먼지 3차원 거동 및 농도분포 건 5 -

전자현미경 
분석기술

단일입자에 대한 미세먼지 산화특성 
및 조성

인하대

미세먼지 산화과정 
추적기술

미세먼지 산화도 및 대기 채류시간 한국외대

이차
미세
먼지 
생성
기작

VOCs, DMS 
모니터링 기술

해양 VOCs, DMS 공간분포 건 5 KIOST

해양생물 기여도 
평가기술

해양 VOCs, DMS와 생물플랑크톤 
상관성 분석 결과

KIOST

스모그챔버 
활용기술

해양조건에서 이차미세먼지 생성량 
평가

건 1 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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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경제적 측면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물질(VOCs), 중금속 등 

미세먼지 구성 물질 별 정량화를 통한 미세먼지 영향 및 저감에 따르

는 사회적 비용 책정

⦁ 배출가스규제지역(ECA) 및 황산화물배출규제지역(SECA) 통항 선박 대

상 연료 내 황함량 및 SOx, NOx, VOCs 배출 정밀평가를 통한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 및 국내 해운업계 보호

⦁ 해양미세먼지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 분석/추적기

술, 환경영향평가기술, 생물/환경 위해성평가기술, 저감/처리기술은 해

양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증대로 시장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관련 산업 육성 및 환경 관련 분야 신산업 창출로 산업 확장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환경적 측면

⦁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정량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유입량 및 배출량 

불확실성 개선

⦁ 해양 관측 거점 확보 및 해양위성 자료 활용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및 

측정 범위 확장

⦁ 해양-대기 상호 작용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기후변화 미치는 영향 

평가 기대

⦁ 주요 항포구 대기 중 선박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오염기여도 산정을 통

한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 노출 피해 최소화

¡ 정책적 측면

⦁ 정책적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및 배출 기준 마련에 기여

⦁ 미세먼지 관련 대외 외교정책 자료 제공

⦁ 생물 독성/위해성 및 생태계, 환경변화 영향 평가는 환경보전 프로그램 

및 국제 규범에 부합 되며, 관련 환경 친화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

는 원동력 제공

⦁ 사업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과학적/기술적 자료는 대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체계 구현에 활용

⦁ 선진적인 선박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량 평가를 통한 MARPOL 환



- 131 -

경규제 선도적 이행에 기여

⦁ 국내 운항 선박 특성에 맞는 선박 배출가스 배출계수 산정을 통한 효

율적인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5. 최종 연구성과물

¡ 미량원소 농도

¡ Cu, Pb, Zn 등 무기추적자 안정동위원소 비

¡ 해양미세먼지 유기물 조성

¡ 선박교통정보

¡ 연료유 사용기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

¡ 해양 미세먼지 관측, 측정자료 데이터베이스

¡ 해양미세먼지 대기-화학 확산 모델

¡ 미세먼지 3차원 농도분포

¡ 미세먼지 단일입자 전자현미경 사진 및 조성

¡ 해양미세먼지 산화도

¡ 이차미세먼지 해양 생성량

6. 기타사항

¡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과학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미래창조과

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출범에 따라, 본 

연구과제의 조기 추진을 통해 해양-내륙 간 상호 협력연구 시너지 효과 

발생 기대

7.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정부출연금 25 25 25 25 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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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 연구기획의 배경 

 ▫ 대기분진 연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민환경 의식조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결과, 미세먼지 관심도 

47.9%, 건강 위협도 68.6%으로 분석

  - 연간 200일 이상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50um/m3)(KECO, 2016)

 ▫ 월경성 대기분진의 이슈화

  - 해외기원 미세먼지 비중 평상시 30% 이상, 고농도시 60% 이상(환경부, 2017)

  - 지금가지 미세먼지 연구는 대부분 육상에서 수행(옥상연구 위주)

  - 월경성 대기분진 정량화 – 추가 오염이 적은 해양에서 연구 필수

 ▫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연구 미흡

  - 해양에서의 (초)미세먼지 유입 및 생성, 배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항

만과 연근해의 선박기원 미세먼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책적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의 “발생-이동-확산-침전”에 이르는 광역적, 

전주기적 이해 필요

❚ 연구기획의 필요성 

 ▫ 육상에 국한된 연구 틀 극복

  - 해양연구 인프라 및 해양연구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적․입체적 연구 체계 수립

(서해-한반도-동/남해를 아우르는 대기분진 연구)

  - 월경성 미세먼지 정량화

  - 해양발생 및 선박 기원 (초)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 미세먼지 유입이 해양생물, 해양환경에 미치는 광역/장기 변동성 연구 추진

 ▫ 다학제간 종합 연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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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연구분야 통합 및 효율화를 통한 전략적 연구시스템 확립

  - 물리/화학/생물/지질/위성 등 다학제간 종합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이

동-해양유출입-생물/생태계 영향”에 대한 세계 선도 연구기술 확보

❚ 주요 연구 내용

 ▫ 우리나라 해역, KIOST 미세먼지 연구 기반 구축

  - 거점 연구소, 제주/울릉 센터, 해양과학기지 등의 미세먼지 체집시스템 구축 계

획 수립

  - 해양유입 미세먼지 시계열 관측 시스템 활용

  - 집중 모니터링 정점 설정 및 연구자료/시료 확보

 ▫ 해양기원 미세먼지 발생 기작 및 기여도 산정

  - 서해 해수 및 대기 중 이차생성 미세먼지 전구체의 시공간적 분포특성 파악 

기술 확보

  -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이차생성 미세먼지 플럭스 계산

 ▫ 선박기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배출량 분포도 시험 제작

  - 배출가스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선행연구 조사

  - 부산항 주변 선박 연료유 사용량 기반 배출가스 추정과 가시화 데모 제작

  - 항만주변 권역에서 미세먼지 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내 선박기인 미량원소에 

대한 라이브러리 조사 및 선박기인 미세먼지의 육상/해양 공간적 분포, 기여도 

분석

 ▫ Proxy 활용 미세먼지 기원 추적 기술

  - 천연방사성 핵종을 미용한 미세먼지 오염원 추적기술 검토

  - 안정동위원소 분석기법 정립

  - Mineral dust 기원지 추적기법 확보

  - Black carbon 동위원소 활용 미세먼지 기원 추적 및 유입량 정량화 기법 개발

 ▫ 유해물질 별 해양거동 규명

  - 해양 유입량 및 해저 침적량 산정

  - 해양 유입물질 분해/확산-흡착-침전 기작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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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생태게 영향

  - 미세먼지 생물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

  - 생물/생태계 영향 연구방향 설정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가 미세먼지 사업단 연계 대형 사업화

 ▫ 미세먼지 내 오염물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발굴

 ▫ 국내 미세먼지 저감방안 및 해양환경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이차 미세먼지 생성 및 국내 유입 미세먼지 정량화에 자료로 활용

(2) 편익 추정

가. 경제적 가치 추정의 일반 이론

❚ 경제학적 접근 방법론의 특징

 ▫ 경제적 가치는 개인의 선호에 바탕을 둔 후생변화의 관점에서 도출되어야 함

 ▫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크게 경제학적 평가법과 비경제학적 

평가법으로 구분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석 대상 재화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경제학적 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제

학적 평가법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비경제학적 기법 적용의 제약성

 ▫ 비경제학적 기법은 적용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약성이 존재하며, 결과

의 활용이란 관점에서도 제약적

 ▫ 예를 들어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

곡선 접근법이나 부가가치 접근법과 같은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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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국내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또는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편익이전(benefit transfer)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 예를 들어 외국에서 측정한 편익을 구매력지수와 분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한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왜

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용과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

 ▫ 한편 편익이전 기법 적용도 용이하지 않다면 대체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구

한 값을 편익의 대용 값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경제학적 기법 적용의 특징 및 장점

 ▫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경제학적 방법론은 크게 현시선호 평가법과 진술선호 

평가법으로 구분

 ▫ 현시선호 평가법은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를 바탕으로, 즉 현시된 

선호에 기반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

  - 적용대상에 있어서 제약이 있으며, 비사용가치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

적으로 과소추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

 ▫ 진술선호 평가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현시된 선호를 관측하기 어려울 때 또

는 그 선호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 경제주체에게 가상적인 거래를 어떻

게 할지를 직접 물어보고 이에 대해 대답한 선호, 즉 진술된 선호를 이용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

  - 적용대상에 있어서 제약이 거의 없으며, 이론적으로 정확한 추정 가능

 ▫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한 값이 현시선호 접근법

의 적용을 통해 구한 값보다 작은 경우가 흔히 관측

 ▫ 따라서 사전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나 

판단해야하는 재화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해야 함

 ▫ 특히 경제학적 기법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 또는 생산자 잉여 등 거래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방법론으로서 분석 대상 재화 또는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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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시선호 평가법 진술선호 평가법
직접적 추정법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조건부 가치측정법

간접적 추정법
헤도닉 가격평가법
여행비용 접근법
회피행동 모형

선택실험법

특징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

사후적 평가법
가상적 시장 이용
사전적 평가법

[표 1]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론

❚ 경제적 가치의 정의

 ▫ 경제적 가치란 화폐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적 개념에 근거

 ▫ 경제적 의미의 가치는 신고전학파(neo-classical)의 후생경제학에 근거하고 있

으며,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은 개인들이 자신의 후생을 증가시키

고자 하는데 있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각 개인의 후생 수준은 자신이 

가장 잘 판단 

❚ 잠재적 비시장재 소비에 따른 경제적 가치

 ▫ 각 개인의 후생은 자신의 시장재 소비뿐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

지 않은 잠재적인 비시장재(non-market goods)인 공공재의 소비에도 의존

 ▫ 공공재나 공공재의 질이나 양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그 변화가 인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

 ▫ 인간들은 경제적 가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비사용가치의 근원이 되는 이타

적(altruistic), 윤리적(ethical) 관심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

❚ 비시장재 가치 추정

 ▫ 비시장재 가치의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시선호접근법, 진술선호접근법 

등의 추정방법론을 적용

 ▫ 직접적인 시장자료가 없다면 비시장재화와 연관이 있는 대리시장(surrogate 

market)을 찾아서 간접적인 시장을 분석해내는 현시선호접근법(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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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음

 ▫ 현시선호접근법은 사후적(ex post)·간접적 접근법이므로 적용대상의 제약이 존

재

 ▫ 대리시장의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을 경우,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선호도를 

조사하는 진술선호접근법을 적용

 ▫ 진술선호접근법은 사전적(ex ante)·직접적 접근법으로 적용대상의 제약이 거의 

없는 상황

 ▫ 진술선호접근법에는 소비자에게 선호를 직접 물어보는 조건부가치 측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선호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선택실험

법(Choice Experiment)이 있음

 ▫ 진술선호접근법은 현시선호접근법에 비해 적용상의 제약이 적고, 이론적으로도 

우수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존재

❚ 사용가치의 성격 및 특징

 ▫ 비시장재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

 ▫ 사용가치는 인류가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행위에 환경을 직접 연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가치

 ▫ 예컨대 수질개선으로 어종이 늘어난 강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음

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나 산 속의 맑은 공기에서 느껴지는 쾌적함과 결부된 가

치를 의미

❚ 비사용가치의 성격 및 특징

 ▫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의미

   - 비사용가치는 크게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

치(bequest value)로 구분

 ▫ 선택가치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비시장재화가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비시장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선택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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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의 비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 존재가치란 특정 재화를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혹은 이로부터 직접적인 편

익을 얻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하더라도, 단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

   - 대상 자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이 사람들과 대상 자원과의 어떠한 직접적

인, 간접적인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전제

 ▫ 유산가치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공공재를 보전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온난화 문제

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저감 기금조성에 동참하

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기금에 내고자 하는 금액을 유산가치로 볼 수 있음

❚ 현시선호 평가법 vs 진술선호 평가법

 ▫ 경제적 추정 방법론 개요

   - 비시장재화의 질 변화 혹은 추가적 공급에 대한 개개인의 후생변화를 화폐단

위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재화의 직접적인 거래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

능하므로, 시장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편익을 추정하거나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함

   -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를 바탕으로, 즉 현시된 선호(revealed 

preference)에 기반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전자의 방법을 현시선

호 평가법이라 할 수 있음

   - 현시된 선호를 관측하기 어려울 때나 그 선호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상적인 시장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그 상황에서 가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할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해 대답한 선호, 즉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

를 이용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진술선호 평가법이라 통칭

   - 본 방법의 대표적 방법론은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이 대표적이며,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편익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직접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선택실험법은 간접적으로 편익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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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헤도닉 가격기법

   - 본 기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그 

대체시장으로서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을 이용하여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에 

반영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

   - 사람들은 은연중에 깨끗한 물이나, 아름다운 경치 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데, 이러한 가치가 특정 상품의 가격에 내포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면, 공기 좋은 곳의 부동산 값은 공기가 나쁜 곳의 부동산 값에 비해

서 비싸짐

   - 즉, 깨끗한 환경의 가치가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 헤도닉 가격기법은 이러한 차이에 착안하여 특정 재화에 대해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어떤 요인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가 

재화 구매를 결정하고 가격을 지불할 때 간주하였을 가능한 모든 속성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해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

 ▫ 여행비용 접근법

   - 여행비용 접근법(TCM, travel cost method)은 Hotelling(1947)에 의해 처음 제

안되었으며, 여행객이 여행할 때 소요된 비용을 휴양지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

   - 이후 Clawson(1959)와 Clawson and Knetsch(1966)에 의해 실증모형이 개발되

었고, 그 이후 TCM은 주로 휴양지와 관련된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대해 

널리 사용되어 옴

   - 여행비용 접근법은 휴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사회경제적 변수, 여러 휴양지에 대한 방문 횟수,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비용과 같은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여행비용을 계산하며, 여러 관련된 요소와 함께 방문

횟수를 계산하여 여행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하며 그 다음 단계로 휴양지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거나 더 나아가 휴양지 특성의 변화에 대한 가치도 추정

   - 본 방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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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등산, 낚시, 사냥, 숲의 이용 등 야외 여가활동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가치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

 ▫ 조건부 가치측정법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construc ted market)을 가상으로 혹은 실제로 만들어 지불의사액(WTP)이나 

수용의사액(WTA)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론을 의미

   -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에서 사용되는 가상적

인 시장은 실험시장(experimental market) 혹은 모의시장(simulated market)이

라 불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특징은 시장이 가상적이든, 모의적이든 간에 시

장의 참여자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면밀하게 도출하는 것이 중요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사람들이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

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지불수단과 질문 원칙, 지불의사 유

도 방법 등 적용이 엄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시 CVM의 적용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현재, 국가 및 지방재정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규모 비정형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CVM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

나.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론

❚ 연구개발 활동의 파급효과 분류

 ▫ 편익 추정의 단위는 개별 사업이고 평가 대상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

여 평가 결과를 도출

 ▫ 편익 추정은 사업 전후(before and after)가 아닌 시행 유무(with or without) 

비교를 통하여 사회 후생의 차이를 분석해야 함

 ▫ 사전적으로 편익(benefit)이란 정(positive)의 사업효과를 의미하며, 연구개발사

업의 편익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의 

결과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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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편익은 경제적 편익과 과

학기술적 편익으로 구분

   - 경제적 편익은 사업의 결과물 중 금액 단위로 수비게 도출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효과

   - 과학기술적 편익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기술이나 지

식 성과

 ▫ 미시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 또는 생산자 잉여 증가분 등으로 정의 가능

 ▫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범위는 과학기술 지식, 민간의 수익, 파급효과 등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 수행을 통한 수혜의 범위를 파급의 관

점에서 정의하면, 지식파급, 시장파급, 네트워크 파급 등으로 구분 가능

   - 지식파급은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로서, 발생방법은 역설계, 발

간, 특허공개, 연구자의 이동 등의 방식으로 발생

   - 시장파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

달해주는 것으로서 추가기능의 구비, 가격의 인하, 저렴한 제품 미 ㅊ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발생

   - 네트워크 파급은 신기술이 연관된 기술들의 집합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가

치를 갖게 되는 경우로 단일 기술이 다수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 향상된 기능

이 제공될 경우 발생

 ▫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객관적인 계량화의 용이성으

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효과는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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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및 특성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지식파급
(Knowledge
spillovers)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역설계, 발간, 특허공개, 연구자 이
동 등을 통해 발생
◦일부 계측 가능
◦화폐환산 불가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
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시장파급
(Market
spillovers)

◦시장 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
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
달해 주는 것
◦추가기능의 구비, 가격의 인하, 저
렴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
◦계측 가능
◦화폐환산 가능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 경제
적 타당성의 편익 분석에 반영

네트워크
파급
(Network
spillovers)

◦관련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능케 함
◦각각 기술들의 개발주체가 분산되
어 있어서 개별 주체별로 투자를
망설임
◦계측 불가
◦화폐환산 불가

◦경제적 타당성에서 미반영
◦정책적 타당성의 특수평가항목에
서 반영 가능

자료 : KISTEP(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표 2] 연구개발활동 파급 분류와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 연구개발 활동의 편익 추정의 장애요소

 ▫ 연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비투자 재정사업이자 비정형 사업에 해당

 ▫ 이에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가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연

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 KISTEP(2011)과 OECD(2007)1)는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 측정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진단

   - 투자 및 성과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분명 및 편익을 누리는 대상을 명확

히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이 어려움

1) OECD(2007), 『Acc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Framework Programme』, OECD DSTI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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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급효과의 전달경로가 다양하고 편익 발생까지의 시차 존재

   - 편익의 화폐가치화의 어려움

요소 설명

제품(Product)

◦투자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 불분명
◦경계가 모호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편익(예: 기초연구)
◦편익 수혜자 선정 난해
◦인력양성, 특허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익 존재

Process
◦다양한 파급효과 전달경로 존재
◦국제적인 파급효과 존재
◦편익 발생까지 시차의 존재

Valuation
◦편익 추정을 위한 적합한 지표 부족
◦화폐가치화의 난해

자료 : 최석준․간형식(2008), OECD(2007)

[표 3] 연구개발 편익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

❚ 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 편익 항목

 ▫ KISTEP(2018)2)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을 정

(positive)의 편익인 가치창출 편익과 부(negative)의 편익인 비용저감 편익으

로 구분

 ▫ 가치창출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소비자의 후생을 향상시키거나 사업의 

산출물이 시장을 통해 거래됨으로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편익항목으로 성과의 수혜 대상에 따라 소비자 중심

편익과 생산자 중심편익으로 나뉘어짐

   - 소비자 중심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로 

후생근경제학에 근거

   - 생산자 중심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로 

부가가치의 증가분을 바탕으로 편익을 추정하는 시장수요접근법이 대표적

 ▫ 비용저감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분야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연
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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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존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편익으로 생산비용 저감 

편익과 피해비용저감 편익으로 구분

   - 생산비용 저감 편익은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비용 등의 각종 생

산비용 저감의 가치를 식별

   - 피해비용저감 편익은 재난 및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

용의 저감을 의미

구분 세부 편익항목 설명

가치창출

편익

소비자 중심 편익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후생경제학에 근거

생산자 중심 편익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시장수요접근법이 대표적

비용저감

편익

생산비용저감

편익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비용, 출장비용 등

각종 생산비용의 저감
피해비용저감

편익

재난․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

의 저감
자료 : KISTEP(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표 4]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 구분

❚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분석을 위한 기준선 분석 원칙

 ▫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무에 대해 각각

에 대한 분석을 하여 그 차이를 비교

 ▫ 일반적으로 기준은 자료에 근거한 하나의 경제사회적 상태이고 복수의 시나리

오 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나리오 간 비교를 통하여 설정할 수도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기준선 설정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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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설 명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
의 상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
게 제시할 것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화와 해결
되는 정도의 정량적인 제시, 현재의 상태, 문제가 해결되
는 과정에 대한 사항,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사업 시행과 미시행 경우의 비교
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변수들의
식별은 결과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필요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적절히 결정할 것

기준선에 대한 분석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연
결시키는 모형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정 도입으로 진행됨. 즉, 자
료의 수준, 모형의 수준, 가정의 수준 등이 기준선 분석
결과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예비타당성조사 기간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정
해야 함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이므
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
로 수반됨.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에 적용된 가정
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
과 의 재현성을 확보해야 함. 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
쟁기술의 발전 추이, 해당 기술의 요소 중 불확실한 부
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
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
적으로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선 분석의 시점은 사업 착수 시점이
며 종료시점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간과 동일함. 종
료시점의 설정은 사업 추진을 통한 효과 발생의 지연 및
지속과 관련된 사항임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
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할 것

불확실한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함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
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정들을 적용할 것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경
우, 비용효과 분석에서 다수의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준선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1판)』

[표 5]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준선 분석시 준수해야 할 사항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시장수요로부터의 화폐가치로 계량화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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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장 존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용효과 분석 또는 비용편

익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 본 분석은 종합적 판단 결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접근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연구개발 내용 검토, 편익구도 수립, 경제성 분

석 수행 순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사업 내용의 특징 분석과 최종적인 기

대효과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

[그림 2]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그림 1] 연구개발부문 경제적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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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 결과

(1) 편익 추정 결과

❚ 연구 기대 효과를 통한 편익 항목 도출

 ▫ 편익항목은 연구사업의 개요 중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한 

편익항목을 도출

 ▫ 미세먼지 기획연구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방안 및 해양환경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차 미세먼지 생성 및 국내 유입미세먼지 정

량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편익으로 국내 미세먼지 저감방안 및 해양환경영향 파악을 

통한 선박기반 미세먼지에 의한 사회적 비용감소 편익을 검토할 수 있음

❚ 편익항목의 개요

 ▫ 사회적 비용감소 편익

   - 본 연구개발로 인해 해양 및 선박기반 미세먼지의 생성 규명을 파악함으로써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반영

[표 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준선 분석시 준수해야 할 사항

편익항목 내용 반영여부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

해양 및 선박기반 미세먼지 생성 규명을 통한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반영

❚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

 ▫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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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 = 

선박기반 미세먼지 규모 × 미세먼지 절감 목표율 × 사회적 비용 절감액(원/kg) 

× R&D 기여율 × 사업기여율 × 사업화 성공률

 

 ▫ (배출량 감축 목표)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미세먼지 절감목

표율은 현 정부의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32% 적용(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9.26.)

 ▫ (사회적 저감 편익 원단위) 미세먼지 저감 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2016년 

‘미세먼지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미세먼지의 

피해 비용과 경제적 저감 수단의 효과’에서 제시된 미세먼지 1kg 저감 시 거

둘 수 있는 연간 사회적 편익 26,837원 적용 

 ▫ 선박기반 미세먼지 규모

   - 최근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비도로이동 오

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연소 다음으로 많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만들어 내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선박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추정

   -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항만을 배후에 두고 있는 부산, 인천, 경기, 전남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선박에 의한 PM2.5 발생 비중이 

전체 발생량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음3) 

   - 우리나라의 선박기반 미세먼지(PM10 기준) 규모는 2011년 6,916,450kg에서 

2015년 7,091,293kg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선박기반 미세먼지(PM10) 배출규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미세먼지 규모

(kg) 6,916,450 6,904,733 6,922,328 4,084,463 7,091,293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3)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의한면 부산지역 PM2.5의 경우 선박 등에 의한 비도로오염원의 비중이 전체의 56%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국제신문, 2015. 2. 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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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 회임기간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 경제적 편익 또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사업화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데 이를 편익 회임기간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연구개발부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 편익 회임기간 동안에는 경제적 편익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즉, 연구개발투자 이후 편익 회임기간을 지난 시점을 최초 편익 발생시점으로 

볼 수 잇음

 ▫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사업 주관부처가 사업계획서에 편익 회임기간을 제시하

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 기초연구는 5년, 개

발․응용연구는 3년을 기본으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획연구로 기초연구에 포함되나 육상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측정 장비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

개발을 통한 측정 장비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개발의 회임기간은 3년으로 가정함 

❚ 기술수명주기

 ▫ 본 사업은 선박기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국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와 연관성이 높음

 ▫ 국제특허분류(IPC)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각 기술별 기술수명주기를 분석한 

이승규(2011)4)의 연구에 따르면 기계공학분야의 기술수명주기는 중위수값이 

약 11년, 평균값이 14.1년으로 나타남

4) 이승규(20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식기반 및 분석시스템 구축』,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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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제특허분류의 섹션별 기술수명주기

섹션 의미 특허건수 TCT(중위수) TCT(평균값)

A 생활필수품 196,330 10.0 12.5

B 분리; 혼합 243,098 11.0 13.6

C 화학; 야금 127,590 9.0 11.1
D 섬유; 지류 11,314 12.0 15.4

E 고정구조물 35,843 14.0 16.6

F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111,308 11.0 14.1

G 물리학 453,085 6.0 7.5
H 섹션 전기 370,268 6.0 7.5

 ▫ 기술수명주기는 편익발생기간과 연동됨으로 본 분석에서는 편익발생기간을 기

계공학의 기술수명주기의 중위수인 11년으로 함

 ▫ KISTEP(2015)5)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 8년, 회임기간 3년 총 

11년으로 적용하고 있어 본 분석은 특허 기술별 연구의 중위수 값과 유사 예

비타당성조사의 연구사례를 고려하여 기술수명주기는 회임기간 3년, 편익발생

기간 8년으로 적용

❚ R&D 기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연구개발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R&D 기여율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전

체 부가가치 가운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

표이며,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활용

 ▫ 본 분석에서는 최근 2013년에 확정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35.4%를 적용

 ▫ 참고적으로, 본 R&D기여율은 KISTEP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

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

5) KISTEP(2015), 『ICT융합 Industry4.0(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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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사업화 성공률

 ▫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실증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

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R&D사업화 성공률을 반영함

 ▫ R&D사업화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최신 성

과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여 적용

 ▫ 임현(2016)의 연구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

에서의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개발사업은 임현(2016)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에서 기계소재와 정보통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들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을 평균한 47.9%를 적용함

[표 9]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

기술분야 9단계 이상 사업화 성공률(%)
전체 46.4
기계소재 47.7
바이오의료 42.3
전기전자 44.4
정보통신 48.0
지식서비스 57.6
화학 49.2

에너지․자원 24.3
자료 : 임현(2016), 201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미래

창조과학부

❚ 사업기여율

 ▫ 사업기여율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창출 편익의 

추정 시 적용하는 주요 인자

 ▫ 사업기여율 추정시 활용되는 기존 정부재원 연구개발비는 기존의 유사·중복사

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비이므로, 편익 대상의 범위(과제/기술/제품 등)와 대응

하는 범위로 유사·중복성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

 ▫ 통상적으로 사업기여율 산식은, (본 사업 투자규모/(본 사업관련 분야 국가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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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규모 + 본 사업 투자규모)에 대입하여 추정

 ▫ NTIS(http://rndgate.ntis.go.kr) 상에서 본 사업의 전체 관련 산업을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사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NTIS 상에서 2017년 기준 연구과

제 중 ‘대기’와 ‘해양관측’를 검색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부 및 민간의 투자규모

를 확인하고 본 사업의 연평균 투자액을 산입하여 사업기여율을 산정함

 ▫ ‘’대기’와 ‘해양관측’를 검색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부 및 민간투자규모를 확인한 

결과, 2017년 현재 해양에서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본 분석에 적용되는 사업기여율은 100.0%인 것으로 산정됨 

❚ 부가가치율

 ▫ 본 연구개발사업은 명확한 산업군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선박기반 미세먼지

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선박, 항공기, 측정 및 분석기와 같은 

산업범위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산업연관표 상의 기본부문에서 정보통신, 선박, 항공기, 측정 및 분석기 

부문을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사업과 연관 있는 산업으로 분류 

 ▫ 2016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384부문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

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율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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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율

구분 총투입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유무선통신서비스 36,609,867 13,288,634 36.3%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4,630,522 1,645,832 35.5%

정보서비스 9,382,355 3,884,831 41.4%
소프트웨어개발공급 29,852,323 17,985,627 60.2%
컴퓨터관리서비스 11,374,230 4,253,594 37.4%
측정 및 분석기 8,893,173 2,606,377 29.3%
강철제 선박 33,089,067 6,149,816 18.6%
기타 선박 16,223,124 1,885,648 11.6%
항공기 5,668,735 1,221,464 21.5%

수상운송서비스 27,083,813 2,779,048 10.3%
항공운송서비스 17,427,541 4,251,792 24.4%

합계 200,234,750 59,952,663 29.9%

❚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

 ▫ 연간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 = 선박기반 미세먼지 규모(7,091,293kg) × 미세

먼지 절감 목표율 (32%)× 사회적 비용 절감액(원/kg)(26,837원) × R&D 기여

율(35.4%) × 사업기여율(100.0%) × 사업화 성공률(47.9%) × 부가가치율

(29.9%)

 ▫ 연간 비용 감소 편익은 다음과 같음

[표 11]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

연도 사회적 비용 감소 편익
2025 -　
2026 -
2027 -
2028 3,092
2029 3,092
2030 3,092
2031 3,092
2032 3,092
2033 3,092
2034 3,092
2035 3,092
합계 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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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방법

 ▫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대상사업들의 비용

과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의 최적화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 제공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B/C),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및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를 고려한 

B/C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

 ▫ 한편,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은 각자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

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B/C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 경제성 분석 기법 비교

 ▫ 경제성 분석 기법 개요

[표 12] 경제성 분석 기법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편익/비

용 비율

◦이해 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의 발생기간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

수익률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태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

될 가능성 내제

순현재

가치

◦대안 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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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익/비용비율(B/C Ratio)

   - 편익/비용이율이란 사업 운영 후 연도별로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을 적정 할인율로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편익의 당해 연도 값

 : 비용의 당해 연도 값

 : 할인율(이자율)

 : 분석기간

 ▫ 내부수익률(IRR)

   -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을 구하는 방법으

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내부수익률 
  






 
  






 ▫ 순현재가치(NPV)

   -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

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순현재가치  
  






 
  






❚ 경제성 분석 시 고려 사항

 ▫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반

적으로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사용된 비용을 계상하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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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이 추진되면, 3년의 연구기간(2018년~20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

구 완료 후 사업의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편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으며, 분석기간은 기술수명주기인 8년으로 함

 ▫ 연구개발 사업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연구개발사 업후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 경제성 분석 시 전제

 ▫ 사회적 할인율

   - 비용과 편익의 미래 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원의 기회비용, 즉 투

자사업에 사용된 자본이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추정하

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혹은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냄

   - 할인율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특정 건설사업이 정부에 의해 주도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에는 시

장이자율에 근거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할인

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서는 미래사업의 중

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임

   -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

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어데 본 연

구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은 기획재정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

편안」에 의거하여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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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결과

❚ 비용의 추정

 ▫ 연구비 총액은 120억원으로, 연차별 연구비는 다음과 같음

[표 13] 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연구비

구분 연구비(백만원)

1차년도(2020년) 2,000

2차년도(2021년) 2,500

3차년도(2022년) 2,500

4차년도(2023년) 2,500

5차년도(2024년) 2,500

합계 12,000

❚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37로서 본 연구개발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

로 분석

 ▫ 내부수익률은 8.1%이며, 순현재가치는 3,520백만원인 것으로 분석

[표 14]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구분 분석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백만원) 13,132
총 비용의 현재가치(백만원) 9,612
순현재가치(백만원) 3,520
편익/비용 비율 1.37
내부수익률 8.1

❚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 개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편익 추정치가 변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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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수행 후 민감도 분석 시행을 제안

 ▫ 편익 및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20%까지 10%p씩 변화

시킴

 ▫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표 15]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변화율

(%)

총편익의

현재가치

(백만원)

총비용의

현재가치

(백만원)

순현재가치

(백만원)
B/C

편익의 변화

-20% 10,506 9,612 894 1.09

-10% 11,819 9,612 2,207 1.23

0% 13,132 9,612 3,520 1.37

10% 14,445 9,612 4,833 1.50

20% 15,758 9,612 6,146 1.64

비용의 변화

-20% 13,132 7,690 5,442 1.71

-10% 13,132 8,651 4,481 1.52

0% 13,132 9,612 3,520 1.37

10% 13,132 10,573 2,559 1.24

20% 13,132 11,534 1,59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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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산업연관분석 분석방법론

❚ 분석절차

 ▫ 본 절의 목적은 선박기반 미세연구 연구개발 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적

용하는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종 파급효과를 구하여 계량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

업유발효과 등에 초점을 맞춤

 ▫ 이를 위해서는 선박기반 미세연구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

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

석(inter-industry analysis)을 적용함

 ▫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

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함

 ▫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타 부문과의 비교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박기반 미세

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총산출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을 외생화

(exogenous specification)한 분석도 수행함

 ▫ 산업연관분석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외생적인 힘이 될 변수

를 밖으로 내어주어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가 있는데 

이를 외생화라고 하며, 외생화 기법을 적용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

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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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산출활동, 

즉 다른 부문의 산출물을 중간재로 수요하므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생산

활동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부문은 투자가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데, 이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의 관점, 부가가치 유발의 관점, 취업유발의 관점이라 

는 3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모형

 ▫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문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수준 변

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내고 있음

 ▫ 이 모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매사이의 연관관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음

 ▫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고 할 때, 생산된 재화들은 최종수요를 충족하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중간재를 로 나타내고 아래에 첨자를 붙여서 

라고 표기하면 이는 부문에서 부문으로 투입되는 중간재의 양을 의미

 ▫ 산업연관표를 행(行)으로 보면 산업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및 총 

산출()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주며 이러한 산출구조에 대한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1)

   - 여기서,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몫( )이며, 이를 투입계

수(in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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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비율은 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산업의 산출

물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또는 

생산관계를 나타냄

   - 식 (1)은 특정부문의 총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

는 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한 최종 용도에 

수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 식 (1)과 달리 산업연관표에서 라는 산업을 열(列)로 보면 중간투입(), 부가가

치(), 총 투입()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며 식 (2)로 

표현됨

     
 



 
 



 (2)

   - 여기서, 는 행벡터로 구성된 중간투입을 총 투입으로 나눈 것이며

( ), 이를 산출계수(output coefficient)라고 함

   - 식 (2)는 어떤 부문의 총 생산은 그 부문이 경제 내 모든 부문과 수입부문으

로부터 구매한 금액에 이 부문의 원초적 투입요소 또는 부가가치(즉, 임금, 이

윤, 세금 등)에 대한 모든 수익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 개의 산업이 존재하는 경제의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는 [표] 1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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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산업연관표의 구조

구 분
중간수요
(중간재)

최종수요 수입 총산출

중간투입
(중간재)

  ⋯
  ⋯
⋮ ⋮ ⋱ ⋮
 ⋯





⋮






⋮






⋮


부가가치 ⋯

총 투 입 ⋯

 ▫ 식 (1)을 전 산업에 대해 축약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식 (3)이 됨

     ′  ′  (3)

   - 여기서, 는 로 이루어진 ×행렬, 는 로 이루어진 ×행렬, 은 1

을 원소로 하는 ×행렬을 의미하며, ′ 은 전치한 것(transpose)을 의미

   - 그리고 는 ×으로 이루어진 투입계수 행렬이다. 즉 다음과 같은 식들이 

성립함

     















⋮


,  











 ⋯ 
 ⋯ 
⋮ ⋮ ⋱ ⋮
 ⋯

, 















⋮


, 















⋮


 ▫ 이 때, 투입계수행렬의 정의에 따라    이 성립한다. 또한  은 행벡터인 

의 원소를 대각행렬로 나타낸 것으로,   ′ 이고 식 (3)을 정리하여 다시 쓰면 

식 (4)가 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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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는 차원 단위행렬임

(2)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 모형

❚ 수요유도형 모형의 개요

 ▫ 식 (4)를 특별히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 (4)를 이

용하여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출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수표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박기반 미

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물은 특성상 수입할 수 있지만 수입 부문을 굳이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국내에서의 파급효과가 우선적인 관심대상이므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

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

 ▫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부문이 경제에 유발시키는 효과

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

 ▫ 따라서 비경쟁형수입형표에서 도출되는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하는데, 여기서   는 비경쟁형수입형표를 통해 재구성한 투입계수를 의미하며, 국내

(domestic)를 나타내는 를 편의상 이후엔 생략하여, 식 (4)를 비경쟁형수입형의 수요유도

형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식 (5)가 도출됨

        (5)

❚ 생산유발효과



- 33 -

▫ 식 (5)를 변동모형(variability model)으로 바꾸면 식 (6)이 됨

       (6)

   - 여기서   는 변화량을 나타내고, 특히  를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또는 투입역행렬(Leontief or input inverse matrix)이라 하며, 각 원소는 

  로 부문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문 

산출의 총 변화량을 의미하는 총 상호의존계수를 나타냄

 ▫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의 투입과 산출을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와 상호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

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식 (6)을 통해 최종수요가 변화하는 경우( ), 이를 충족할 산

출량( )을 계산할 수 있음

 ▫ 경제에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부문의 최종수요액(총 산출액) 변화는 곧 그 

경제모형에 외생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여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산

업연관분석을 이용할 경우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은 내생변수로서 작용하여 

다른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정확히 파악될 수 없음

 ▫ 또한 다른 부문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가 구체화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

발 사업의 산출이므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이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이고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산출에 의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

생화 작업을 거쳐야 함

 ▫ 이러한 외생화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

출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외생화시키는 것을 로 표시

하고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편의상 로 표기하기로 함

 ▫ 경제를 3개 부문의 단순경제로 보았을 때, 외생화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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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식 (8)에서 부분행렬(Partitioned matrix)의 역행렬을 취하면 식 (9)가 도출

    





























  

  

  











  
  
  

















(9)

   - 이 중에 우리가 외생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 (7)에서 세 번째 식을 없애는 작업을 하

여야 하는데, 이를 식 (9) 행렬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식 (10)이 됨

    



 










 


 

 




 


  

  





















 


 

 




 






(10)

   - 즉, 식 (10)을 행렬식으로 다시 표기하면 식 (11)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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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이 중 투입계수는 늘 일정하여 산출물계수도 일정하므로 식 (11)을 변동률 식으로 표시하면 

식 (12)가 도출

  

        
 (12)

▫ 부문으로 일반화시키면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량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식 (12)를 식 (13)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

음

  

       
 (13)

   - 여기서,   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으로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개발 사업의 산출에 영향을 받은 타 부문의 산출 증감량을 나타냄

   -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냄

   - 
 는 투입계수행렬 에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나타내는 열벡터 중에

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부문의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

   - 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액을 나타냄

 ▫ 식 (13)은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 36 -

전체 산업의 생산을 촉진하므로, 식 (13)으로부터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총 산출 또는 

총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음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

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

는데, 이러한 관계는 식 (14)로 요약됨

        (14)

   - 이 때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의미하며 부가가치계수행렬은 산출물 1단위의 

변동시 부가가치의 변동량을 나타냄

 ▫ 식 (14)를 변동모형으로 바꾸면 식 (15)가 됨

     
        (15)

   - 이 때  을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이라 부르며,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

위 발생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액으로만 유발

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외생

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 (15)를 외생화하면 식 (16)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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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외 다른 부문들의 부가가치로 이루어진 행렬

   -   는 총산출 행렬에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행벡터로서 식 

(13)에서 유도된 것

   -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부문의 행과 열

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

❚ 취업유발효과

 ▫ 일반적으로 최종수요가 생산을 유발시키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시키므로, 최종수

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최종수요가 유발시키는 취업효과를 의미하는 취업유발

효과를 구할 수 있음

 ▫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취업유

발계수를 도출해야 하는데, 취업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

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  )로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

 ▫ 이 경우 노동량은 취업자와 피용자(피용자뿐 아니라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두 가지로 나뉘어 파악되므로 각각의 취업계수를 계측하게 되므로,  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취업자수는 식 (17)로 표현

        (17)

   - 식 (17)에서  을 취업유발계수행렬이라 부르며,  은 취업계수행렬의 대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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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 취업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

 ▫ 생산유발효과처럼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액이 미치는 취업유발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외생화시켜야 하며,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외생화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18)

 

   -   는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인수

   -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

❚ 산업간 연쇄효과

 ▫ 산업간 연쇄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확산감응도(sensitivity of dispersion)를 측정

함으로써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와 확산력(power 

of dispersion)을 측정함으로써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가 있음(Hirschman, 1958; Jones, 1976)

 ▫ 감응도 계수( )는 전 부문의 최종수요를 모두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번째 산업이 

생산해야 할 단위의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로 부문에 대해 식 (19)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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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영향력 계수( )는 전 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에 대한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의 비율로 

번째 산업에 대해 식 (20)으로 정의됨

     






 




 









 





(20)

(2)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절차

❚ 분석절차

 ▫ 분석의 내용은 크게 수요유도형 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3가지를 다룸

 ▫ 아울러 수요유도형 모형의 운용결과를 활용하여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계산함으로

써 다른 산업과 비교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봄

 ▫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을 외생화한 분석, 즉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

써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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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한국은행 기본부문 산업연관표에서 출발하여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외생화 한 후, 31부문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분석

 ▫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선박기반 미세먼

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

❚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정의

▫ 한국은행(2016)에서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에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부문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연관표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들을 재분

류하여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부문의 범위를 정의

▫ 본 연구에서는 403 기본부문 산업연관표 상에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추출하여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부문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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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부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코
드

산업명
코
드

산업명
코
드

산업명
코
드

산업명

13 정밀기기 41 정밀기기 90
의료 및
측정기기

244
측정 및
분석기기

14 운송장비
43
　

선박
95
　

선박
256 강철제 선박

257 기타선박

44 기타 운송장비 95 항공기 260 항공기

20 운송서비스
57
　

창고 및
운송보조
서비스

121
　

운송보조
서비스

313
수상운송보조
서비스

314
항공운송보조
서비스

22
정보통신 및
서비스

59
　
　

통신서비스
128
　
　

유무선
통신서비스

323
유선통신
서비스

324
무선통신
서비스

325
기타 전기
통신서비스

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관리서비스

13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329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133
컴퓨터관리
서비스

330
컴퓨터관리
서비스

 ▫ 384 기본부문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내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

해 한국은행 30부문 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연관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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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재분류된 31부분 산업연관표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1 농림수산품 12 전기 및 전자기기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2 광산품 13 정밀기기 24 부동산 및 임대

3 음식료품 14 운송장비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4 섬유 및 가죽제품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6 사업지원서비스

5 목재 및 종이, 인쇄 16 전력, 가스 및 증기 27 공공행정 및 국방

6 석탄 및 석유제품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28 교육서비스

7 화학제품 18 건설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8 비금속광물제품 19 도소매서비스 30 문화및 기타서비스

9 1차 금속제품 20 운송서비스 31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10 금속제품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1 기계 및 장비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2) 분석결과

❚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

 ▫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선박기

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물 공급도 증가해야 하며, 이때 중간재 산업으로서 선

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이 받는 영향의 정도가 감응도 계수임

   - 감응도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전방연쇄효과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

물을 다른 산업생산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부

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 계수는 커짐

 ▫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

   - 영향력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후방연쇄효과는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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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산출물을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생산

을 위한 원료로 파악

   -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 

계수는 커짐

 ▫ 감응도 계수의 평균과 영향력 계수의 평균은 정확하게 1이므로 1보다 낮으면 평균 보다 

낮으며,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 31개 부문에 대해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음

 ▫ 각 산업별 감응도 계수는 화학제품 부문이 2.0071로 가장 크며, 1차 금속제품과 도소매서

비스 부문이 각각 1.9927 및 1.6582로 각각 2위 및 3위를 차지하고,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

구개발 사업의 감응도 계수는 0.9456으로 15위를 차지함

 ▫ 감응도 계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이 산업성

장에 자극받는 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은 경

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중간수요적 성격보다는 최종수요

적 성격을 가짐

 ▫ 각 산업별 영향력 계수는 운송장비 부문이 1.30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차 금속제

품 및 금속제품 부문이 각각 1.2324 및 1.12287으로 2위 및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1.0515으로 14위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큼을 알 수 있음

   - 영향력 계수가 크다는 것은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며, 원

시산업적(primary production) 성격보다는 제조업적 성격을 가짐

 ▫ 따라서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낮고 후방연쇄효과는 큰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이라 할 수 있음6)

6) 전후방연쇄효과의 크기에 따라 산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후방연쇄
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제조업형, 둘째, 전방연쇄효과가 높고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산업형, 셋째, 후방연쇄효과가 높고 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최종수
요적 제조업형, 마지막으로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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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한국은행 대분류 기준 31개 산업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

산업
번호　

부문명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값 순위 값 순위

1 농림수산품 0.9519 14 0.9627 19
2 광산품 0.5824 30 0.9103 22
3 음식료품 1.0884 10 1.2261 4
4 섬유 및 가죽제품 0.8723 20 1.0560 13
5 목재 및 종이, 인쇄 0.9819 13 1.0919 11
6 석탄 및 석유제품 1.2580 6 0.6927 31
7 화학제품 2.0071 1 1.0978 10
8 비금속광물제품 0.7520 23 1.1056 7
9 1차 금속제품 1.9927 2 1.2324 2
10 금속제품 1.1018 9 1.2287 3
11 기계 및 장비 0.9360 16 1.2113 5
12 전기 및 전자기기 1.2369 7 0.9967 18
13 정밀기기 0.6138 26 1.0990 9
14 운송장비 1.0344 11 1.3012 1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0269 12 1.0705 12
16 전력, 가스 및 증기 1.3600 4 0.7644 27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7291 25 1.0057 16
18 건설 0.6004 27 1.1680 6
19 도소매서비스 1.6582 3 0.9574 20
20 운송서비스 1.2817 5 0.8778 25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8811 19 1.1015 8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7596 22 1.0314 15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1.2202 8 0.8957 23
24 부동산 및 임대 0.9220 18 0.7470 29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9277 17 0.8794 24
26 사업지원서비스 0.8320 21 0.8123 26
27 공공행정 및 국방 0.5898 28 0.7488 28
28 교육서비스 0.5360 31 0.7441 30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5867 29 0.9346 21
30 문화및 기타서비스 0.7334 24 0.9974 17
31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0.9456 15 1.0515 14

❚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결과

 ▫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1원 투자할 경우 타 산업에 0.8617원의 생산유발

분할 수 있다(한국은행,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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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1차 금속제품과 도소매서비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1.0000원을 포함한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8617원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1원을 투자할 경우 타산

업에 0.3072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도소매서비스업과 사업

지원서비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0.3406

원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478으로 나타남

 ▫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에 10억원 투자 시 타산업에 

5.380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데 도소매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 4.3382명을 포함한 전체 취업유발효과는 

9.7191명으로 나타남

 ▫ 총 연구비 120억원을 활용하여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음

   -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총 연구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32.8

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8.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1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

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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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가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

번호　

부문명

　

생산유발효과

(단위 : 원)

부가가치유발효

과

(단위 : 원)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십억원)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 농림수산품 0.0044 25 0.0025 21 0.1105 13
2 광산품 0.0007 29 0.0004 29 0.0023 29
3 음식료품 0.0096 22 0.0015 26 0.0310 23
4 섬유 및 가죽제품 0.0102 20 0.0024 22 0.0538 20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139 18 0.0037 19 0.0692 19
6 석탄 및 석유제품 0.0278 14 0.0018 23 0.0022 30
7 화학제품 0.0478 5 0.0094 14 0.0706 18
8 비금속광물제품 0.0065 23 0.0018 24 0.0175 26
9 1차 금속제품 0.0992 1 0.0132 9 0.0927 16
10 금속제품 0.0552 4 0.0168 8 0.1416 9
11 기계 및 장비 0.0422 9 0.0120 10 0.1508 8
12 전기 및 전자기기 0.0777 3 0.0213 3 0.1392 10
13 정밀기기 0.0044 26 0.0013 28 0.0157 27
14 운송장비 0.0463 7 0.0111 12 0.0989 14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477 6 0.0202 4 0.1291 11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0312 13 0.0084 15 0.0230 25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060 24 0.0028 20 0.0290 24

18 건설 0.0043 27 0.0015 27 0.0353 22
19 도소매서비스 0.0954 2 0.0483 1 1.3782 1
20 운송서비스 0.0328 11 0.0115 11 0.3598 3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197 16 0.0074 16 0.3239 5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162 17 0.0066 17 0.0972 15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336 10 0.0179 7 0.1828 7
24 부동산 및 임대 0.0247 15 0.0184 6 0.0738 17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0326 12 0.0186 5 0.3452 4
26 사업지원서비스 0.0446 8 0.0299 2 1.0484 2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132 19 0.0098 13 0.1184 12
28 교육서비스 0.0005 30 0.0003 30 0.0069 28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34 28 0.0017 25 0.0491 21
30 문화및 기타서비스 0.0100 21 0.0049 18 0.1845 6

타산업 0.8617 0.3072　 5.3808　
자기산업 1.0000 0.3406　 4.3382　
합계 1.8617 0.6478　 9.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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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총 효과

생산유발
효과

➡
1원당 1.0원
223.4억원

+
1원당 0.8617원
103.4억원

=
1원당 1.8617원
326.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
1원당 0.3406원
77.7억원

+
1원당 0.3406원
40.9억원

=
1원당 0.6478원
118.6억원

취업유발
효과

➡
10억원당 4.3382명

52.1명
+
10억원당 5.3808명

64.6명
=
10억원당 9.7191명

116.6명

[그림 3] 선박기반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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