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모델링 연구 지원을 한 

배출 로세싱시스템의 개발

 1)우정헌*․정부 *․서지 *․최기철*

<目  次>

I. 서론

II. 배출목록 비교  선정

III. 배출 로세싱

IV.  지구 배출목록 산정결과

Ⅴ. 배출량 산정 시스템의 유용성

Ⅵ. 결론  요약

Ⅶ. 사사(辭謝)

I. 서론

IPCC 3차  4차 보고서에서는 기  온실가스, 특히 CO2 농도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상과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 한 문제 의 하나로 강조 되었으며, 기후변화 

문제에 한 과학  이해와 응  완화 계획이 수립되었다(IPCC, 2001; IPCC, 2007). 이들 보

고서에서 발표된 요한 결론  하나는 지구온난화가 재 일어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이 인

간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세계 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 20여 개의 기후 시스템 모델들을 사

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실험 결과들에 따르면, 향후 100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가 최소 

1.1°C에서 최  약 6.4°C 정도 상승할 것이며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극한 기상 이변의 

증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측된다.   

IPCC 배출 시나리오에 한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SRES, 2000)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30년까지  세계 온실 가스는 25~90%(CO2Eq.) 정도 증가할 것이며, 화석 

연료는 2030년 이후에도  세계 에 지원에서 주요 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망하 다(IPCC, 

2000).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 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21세기에는 온난화가 추가

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구 기후시스템에 다양한 변화를 래할 것으로 상된다. 한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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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모델링 연구와 배출 부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의 화학  조성에 향을 미치는 다른 인  오염배출은 가시 선과 외선

의 균형에 향을 미치며, 이는 온실효과와 같은 기후변화를 야기한다(Bond et al., 2004). 

이와 같이 인  오염원 배출량이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므로 과거, 재, 미래의 배출목록 개발은 지역 , 세계  기 환경을 이해하고 리하는

데 매우 요하다(Ohara et al., 2007). 미래의 기화학환경의 변화, 즉 화학  조성의 변화와 기

후 변화를 과학 으로 이해하고 측하기 해서는 최신의 축 된 기물리/화학  지식과 그것

들의 상호작용을 표 할 수 있는 정교한 수치모델링을 필요로 한다. 이와 련된 선행연구로 

2008~2010년에 걸쳐 진행된 국립환경과학원의 구 기화학 모델링 연구(I), (II), (III)가 진행되

었다. 

해당연구의 핵심목표는 “  지구 기후시스템모델인 NCAR CCSM3 기상장으로 구동되는  

지구 기화학-수송 모델 GEOS-Chem”을 국내에 맞게 개선하여 독자 으로  지구 기후-화학 

모델링 시스템(GEOS-Chem/CCSM3)을 구축하고 운 하여 과거와 미래의 기환경을 진단하고 

측하는 것이다. 한 구축된 CCSM-Chem/CCSM3라는 새로운 Off-line 기후-화학 합 모델링 

시스템을 개선/운용하여 동아시아  한반도에 한 미래의 기화학환경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다. 기후변화원인물질  기오염물질의 배출정보는 이러한 통합 모델링 시스템의 주요한 입력 

자료이므로 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지구  동아시아 지역의 배출량을 작성하는 작업이 필

수 이다.

존하는  지구 규모의 배출목록으로는 Emission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EDGAR), Global Emissions Inventory Activity(GEIA) 등이 있으며, 아시아지역 규모의 배출목록

으로는 Transport and Chemical Evolution over the Pacific(TRACE-P)(Streets et al., 2003),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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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inventory in Asia(REAS)(Ohara et al., 2007), Intercontinental chemical Transport 

EXperiment phase B(INTEX-B) (Zhang et al., 2006) 등이 있다. 이러한 배출목록들에서는 공통

으로 지역별, 시간별, 섹터별 배출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상물질과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 연도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합한 배출목록 작

성을 해서는 여러 배출목록을 선정하여 통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높은 인구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로 인해 미래에도 높은 배출량이 

상되기 때문에  지구규모 배출목록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배출 연구를 포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기환경 통합 모델링을 지원하기 하여, 1)  지구  지역규모 배

출목록을 선정, 통합하고, 2) 배출량 연도변환, 시간할당, 화학종분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배출

로세싱 시스템을 개발하고, 3) 이를 이용하여 과거(hindcasting)와 미래(forecasting)에 한  

지구/동아시아 지역 규모의 모델링 배출목록을 작성하 다. 

II. 배출목록 비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존하고 있는  지구  지역 규모의 배출목록을 조사하고, 배출목록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 목 에 맞는 배출목록을 선정하 다. 비교분석 항목들은 상물질, 상

부문, 기 연도, 상연도, 시간해상도, 공간해상도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구배출목록과 아시아 지역에 해 선정된 지역배출목록을 합하여 아시아지역 기반의 배출

량 정보를 반 하고자 하 다.

1.  지구 규모 배출목록

기 연도 구규모 배출목록 선정을 해 조사된 배출목록들을 <표 1>에 나타내어 놓았다. 이

들  EDGAR 3.2 FT 2000(Olivier et al., 1996)과 GEIA (http://www.geiacenter.org/) 배출목록의 경

우는 많은 부분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물질에 해서는 동일한 배출량 자료를 제

공하고 있어 두 배출목록을 하나로 묶어 평가 하 다. 두 배출목록과 POET(Precursors of Ozone 

and their Effect on the Troposphere), GFED v2(Global Fire Emissions Database, Version 2) 

(http://www.aero.jussieu.fr/projet/ACCENT/GFED.php) 배출목록을 살펴보면, POET에 비해 다른 배

출목록들이 제공하고 있는 화학종 수가 상 으로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출원 구분을 

살펴보면, EDGAR 3.2 FT 2000(Olivier et al., 1996)의 경우 최소 10개에서 30개 이상 정도의 배

출원 분류를 통해 에서 제시된 배출목록  가장 상세하게 구분된 배출원 별 배출량을 제시하

고 있다.

반면, POET(http://www.aero.jussieu.fr/projet/ACCENT/POET.php)의 경우 자연 , 인 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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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Spatial 

resolution
Temporal
resolution

Sector Year Chemical

POET 1˚ × 1˚ annual Natural 
Emissions

Biogenic 1990 
-2000

CO, NOx, C2H6, C2H4, C3H8, 
C3H6, Butane and higher, 

Butene and higher, 
Toluene, CH3OH, C2H5 OH, 

CH2O, CH3CHO, CH3COCH3, 
CH3COCH2CH3,

C4Hx, Monoterpenes

Oceans

Anthropogenic Emissions
(technological + biofuel)

Biomass burning 
Emissions

EDGAR 
3.2 FT2000

1˚ × 1˚ annual Depends on the 
compound

(total 58 sectors)

2000 CO2, CH4, N2O, SF6, HFC, 
PFC, CO, NOx, NMVOC, 

NH3, SO2

GFED v2 1˚ × 1˚ monthly
 

or 8-day 

Burned fraction 1997 
- 2005

NOx, CH4, H2, N2O, OC, BC, 
TCPM2.5, TPM, NMHCFuel loads

Combustion completeness

combustion of C4 plants

Vegetation map 

GEIA v.1 1˚ × 1˚ annual
+ monthly

Depends on the 
compound

depends 
on the 

compound

CO, NOx, CO2, CH4, N2O, 
NH3, OC, BC, SO2, 

CFC(cfc-11&cfc-12), Pb, Hg, 
Reactivechlorine, Pesticides, 

VOC

Bond et al. 1˚ × 1˚ annual Anthropogenic
International shipping

Biomass burning

2006 BC, OC

<표 1>  지구 배출자료 목록

원과 바이오매스 연소의 세 가지로 분류된 배출량만을 제공하고, GFED v2의 경우에는 연소 부

문에 집 되어 분류된 네 가지 정도의 배출원 분류만을 제공하고 있다. 시간 인 해상도를 살펴

보면 GFED v2 배출목록이 월 단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GEIA 배출목록도 일부 물질

에 해 월 단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배출목록들은 모두 연 단 로 배출

량을 제공하고 있다.

Bond et al.(2004) 배출목록은 화석 연료, 바이오 연료, 바이오 매스 등의 다양한 연료를 사용

한 다양한 형태의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BC, OC에 한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사용으로 발생되는 배출량을 작성하기 해 기본 으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자료를 사용하 으며, 바이오매스의 경우 여러 연구 자료와 

UNFCCC의 자료, Global Fire Monitoring center의 연구자료 등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작성하 다

(Bond et al., 2004). 배출원 구분은 인 인 배출원(anthropogenic), 국제해상(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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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Inventory 
Domain

Spatial 
resolution

Temporal
resolution

Year Sector / chemical

TRACE-P 
inventory*

Latitude: 
-10~50

Longitude: 
60~150

1°×1° annual 2000 Anthropogenic: SO2, NOx, CO, 
NMVOC, NH3, OC, BC, CO2, CH4

Biomass burning: SO2, NOx, CO, 
NMVOC, NH3, OC, BC, CO2, CH4

REAS** Latitude: 
-10~50

Longitude: 
60~150

0.5°×0.5° annual Historical: 1980-2003
Base: 2000
Prediction: 2004-2009
Project: 2010, 2020

Anthropogenic: SO2, NOx, CO, 
NMVOC, NH3, OC, BC, CO2, CH4, 
N2O

INTEX 2006+ Latitude: 
-10~50

Longitude: 
60~150

0.5°×0.5° annual 2006 Anthropogenic: SO2, NOx, CO, 
NMVOC, OC, BC, PM10, PM2.5

(Source: *Streets et al., 2003; **Ohara. et al., 2007; +Zhang et al., 2009)

<표 2> 아시아 배출자료 목록

shipping)과 바이오매스 연소(biomass burning)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구를 19개 지역으로 구분

하여 연별 자료로 바이오매스 연소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자료로 배출량을 제공하고 있다. 

2. 아시아 지역 배출목록

기 연도 아시아 배출목록 선정을 해 조사된 배출목록들을 <표 2>에 나타내어 놓았다. 

TRACE-P inventory(Streets et al., 2003)는 인 인 배출원 뿐 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연소까지 

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 연도는 2000년으로 연 배출량을 산정하 다. 지역구분은 아시아의 64

개 지역을 상으로 하며, 제공되는 화학종은 SO2, NOx, CO2, CO, CH4, NMVOC, BC, OC, NH3

로 총 9개의 물질을 다루고 있으며, NMVOC의 경우 19개의 하 카테고리로 나 어져 있다. 

REAS(Ohara et al., 2007) 배출목록은 2000년을 기 연도(base year) 로 하여 1980~2003년까지 과

거배출량을 산정하고, 2010년과 2020년을 상으로 미래배출량을 산정하 다. 상 물질은 인

 배출원만을 상으로 하며, SO2, NOx, CO2, CO, CH4, NMVOC, BC, OC, NH3, N2O로 총 10개 

물질에 한 배출량을 산정하 다. 배출량 산정 상 부문은 연소, 비 연소, 농경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상 지역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의 총 24개 국가로 범 를 산정하고 있

어 TRACE-P inventory(Streets et al., 2003)와 배출량 산정 범 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INTEX 2006 (Zhang et al., 2009) 배출목록은 기존의 TRACE-P inventory (Streets et al., 2003)에 

비해 배출연도와 방법론에 있어 개선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배출목록  가장 최근 연

도를 기 으로 작성되어 있다. 상 화학종은 SO2, NOx, CO, NMVOC, PM10, PM2.5, BC, OC로 

총 8가지이며, 섹터 별(power, industry, residential, transportation) 배출량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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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기존 TRACE-P inventory(Streets et al., 2003) 배출목록에 비해 상물질로 PM10, PM2.5

가 추가되었지만, NH3와 CO2, CH4 등의 GHGs가 상 물질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 연도

는 2006년으로 연간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  배출원만을 상으로 하며, 바이오매스

연소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제시된 배출목록들의 특성을 평가해 보았을 때,  지구 기 연도 모델링을 한 주 배출목록 

자료로 EDGAR 3.2 FT 2000(Olivier et al.,1996)과 GEIA 배출목록을 사용하고 이에 취약한 들

은 POET 배출목록 자료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가장 실 인 근 방법으로 단되었다. 주요 

화학종들은 모두 EDGAR 3.2 FT 2000(Olivier et al.,1996)과 GEIA 배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락되어 있는 입자상 물질들에 해서는 Bond et al.(2004) 배출목록의 자료를 이용해서 

보충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아시아 지역에 해 선정된 배출목록은 INTEX 2006(Zhang et al., 2009)으로 국제 으로 가장 

인정받는 TRACE-P inventory(Streets et al., 2003)로부터 개선된 배출목록이며, 기존 배출목록  

가장 최근 연도를 기 으로 작성되어 본  지구 배출목록 작성에 사용되기에 가장 한 것으

로 단되었다. 상 물질  NH3의 경우 INTEX 2006(Zhang et al., 2009) 에서 다루지 않아 

TRACE-P inventory(Streets et al., 2003)의 배출량 자료를 사용하 다. N2O의 경우,  지구 규모

의 배출목록에서 산정된 배출량이 지역규모의 배출목록에서 산정된 양보다 더욱 많은 사항들에 

해 고려된 것으로 단되어,  지구 규모 배출목록의 배출량을 사용하여 배출목록을 작성하

다. 

III. 배출 로세싱

1. 로세싱과정

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질 모델의 가장 요한 입력 자료이다. 이러한 기오염물질 배출

량 자료들은 부분 공간 으로 국가별 는 행정구역별의 해상도로, 시간 으로는 연간해상도

로 산정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기질 모델의 입력 자

료로서 사용되기 해서는 일정한 해상도로 격자화 되고 모델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간  해상

도를 가지는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한 배출원별 화학종별 배출량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 입력자료의 형태로 배출량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을 배출 로세싱(Emissions 

processing)라 하는데 크게 배출 연도변환(Emissions projection), 공간할당(Spatial allocation), 시간

할당(Temporal allocation) 그리고 화학종분화(Chemical speciation)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배출 연도변환은 기 연도의 배출량을 기본으로 사용 가능한 성장, 제어 계수를 사용하여 과

거 혹은 미래연도의 배출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공간할당은 공간  오염원을 기질 모델링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 해상도의 격자별 배출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시간할당은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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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에 필요한 특정 시간 단 로 분할하는 과정으로 를 들어 연도별로 산출된 배출량을 월

별, 일별, 시간별 배출량으로 재할당하는 단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화학종 분화는 오염물질 배

출 목록 데이터를 기질 모델링에 필요한 형태인 화학종들로 분화하는 과정이다. 

2. 연도변환

2000년을 상으로 작성한 기 연도 배출목록의 경우 크게 기오염물질(NOx, SO2, NMVOC, 

CO, BC, OC, NH3)과 온실가스(CO2, N2O, CH4)로 구분하여 작성하 다. 그 작성방법은 BC, OC

등의 입자상 물질을 제외한 기오염물질의 경우 EDGAR 3.2 FT 2000 배출량 자료를 사용하

고 입자상물질의 경우 Bond et al.(2004)의 배출량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온실가스

의 경우는 EDGAR 3.2 FT 2000(Olivier et al.,1996) 자료만을 사용하 다. 이 게 작성된  지구 

규모의 배출량에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연구된 지역규모의 배출량(INTEX 2006)을 병합하여 

보다 아시아 지역을 고려한 배출목록을 작성하 다.

앞서 작성된 1980~2000년 배출량  2000년 배출량에  지구 변화에 한 동  통합 평가 모

델링인 RIVM IMAGE(Integrated Model to Assess the Global Environment) 2.2 Model(IMAGE- 

team, 2001)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별 배출량에서 추출한 연도 변환계수를 용하여 2001~2100

년, 100년 동안의 미래배출량을 산정하 다.

시나리오별 특성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1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의 매우 속한 성

장, 세기 반에 최고에 도달할 인구, 새롭고 좀 더 효율 인 기술의 속한 도입을 가정한 시

나리오이다. A1 시나리오는 기술변화 방향에 따라 다음 3개 군, 화석 집약  (A1F), 비화석 에

지 자원(A1T), 모든 자원 간의 균형(A1B)으로 나뉜다. B1 시나리오는 지구 인구는 A1과 같지만 

경제구조는 서비스  정보 경제 쪽으로 좀 더 속히 변하는 수렴  세계(convergent world)를 

가정하며, B2 시나리오는 인구와 경제 성장이 A1과 B1의 간인 세계를 가정하고, 경제 , 사회

, 환경  지속가능성에 한 지역  해법을 강조하는 시나리오이다. A2 시나리오는 인구증가

율이 높고 경제발달은 느리고 기술변화도 느린 매우 이질 인 세계를 가정하는 시나리오이다

(IPCC, 2000).

미래 배출목록은 기 연도 배출량과 동일한 물질들에 하여 2001년에서 2100까지의 기간에 

해 매 10년 간격으로 작성하 으며, 월 단 의 시간  해상도와 1° × 1°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지구 규모의 배출량 자료를 시나리오 별로 작성하 다.  지구 배출목록의 배출부문

(섹터) 구분이 아시아지역보다 더 자세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하여, 구배출목록의 격자별 섹

터구분을 이용하여 아시아 배출목록의 격자별 섹터구분을 더욱 세분화하 다.  지구 배출목록

에서 사용된 IMAGE Model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지구 배출량 변화에 이 맞추어져 있으

며, 아시아지역에 해 4가지의 지역구분(South Asia, Southeast Asia, East Asia, Japan)으로만 배

출량 변화를 모사하고 있고, 2000년에 발표된 것으로 최근 아시아 지역의 빠른 변화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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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1B 시나리오 경향과 REAS 배출자료 경향의 비교

<그림 3> 지구(EDGAR: 오른쪽)와 지역규모(Streets et al., 2003: 왼쪽) 배출자료의 시간할당 로 일

반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배출 시나리오로는 REAS 배출목록

의 연도별, 국가별, 물질별 배출량을 이용하 다. 배출량의 작성은  지구 배출목록의 섹터로 

분할된 아시아 배출목록에 해 REAS 배출목록의 각 연도별 배출량 자료를 이용한 연도변환계

수를 용하여 1980~2000년까지 21년간의 배출량을 작성하 다. <그림 2>는 아시아지역에 한 

SRES A1B 시나리오와 REAS에서 제공하는 NOx와 CO에 한 배출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 시간할당

 지구 부분에는  EDGAR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간 변화율(temporal variation)을 

용하 다. 이것은 C. Veldt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유럽의 기후 모델에의 용을 해 개발된 

것이다(EDGAR homepage, http://www.geiacenter.org). 여기에는 크게 발 , 면 오염원 연소, 소규

모 연소 오염원, 제련, 산업공정, 유기용제사용, 수송과 농경으로 배출원을 구분하여 시간 인 

변화율을 제공하고 있다. 한 산업공정에 해서는 유럽의 국가별로 약간의 차등을 주어 변화

율을 주고 있는데 이는 <그림 3>(왼쪽)과 같다.

철에 퇴비 등의 향으로 인해 배출량에 향을 미치는 농경부문에 있어서는 EDGAR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3>(왼쪽) 농경부문의 시간 변화율을 용하여 배출량을 재분할 하 고, 기

온이 배출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는 가축부문의 배출량과 같은 경우는 여름철의 배

출량이 더 높게 할당되어 있는 Streets et al. (2003)의 <그림 3>(오른쪽) NH3 배출량의 월별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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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아시아) 배출목록의 월별 배출량 분화 계수

계수를 용하 다. 특히 NH3의 경우 주요 배출원이 에 지  연소 부문이 아닌 농경부문에 집

되어 있어 경작 부분과 함께 축산 부분에서 발생 가능한 배출량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되고 있다(Streets et al., 2003).

발 부문(Power plants), 면오염원(area source combustion), 소형연소오염원(small combustion 

sources)의 경우 배출량에 해당 변화율을 용함에 있어 도 주변 지역은 변화량이 없게 용하

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우 계 인 차이를 고려하여 6개월의 차이를 두어 변화율을 용하

다. 한 계 의 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소형연소오염원의 경우 열 , 한 , 온

의 기후 를 고려하여 변화율을 차등 용하 다. 면오염원(area source combustion)의 경우 

EDGAR에서 제공하고 있는 련 서류를 살펴보면 산업연소(industrial combustion)에 주로 용되

는 섹터로 설명하고 있어 변화율의 용 시 이를 고려하 다. 한 주거(residential) 섹터의 경우 

면연소오염원(area source combustion), 소연소오염원(small combustion sources)의 평균값을 기후  

별로 차등 용하여 월별 배출량을 작성하 다. 

아시아지역의 배출량에 해 월별 배출량을 제시하기 하여 지역  배출원별로 한 월

별 배출량 분배계수를 선정하 다. 이를 간단히 서술하면 국의 경우는 농업 폐기물 연소부문

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원들에 해 국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를 용하 다. 한 국

의 경우 국토의 면 이 매우 넓어 난방부문에 한 월별 배출 경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지역별 월별 할당계수를 용하 다. 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분 EDGAR와 

SMOKE의 할당계수를 용하 다. 단 난방에 한 부분은 지역에 한 특색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한 연구결과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결과를 용하 으며(우리나라의 난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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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특색과 가장 유사할 것이라고 단되는 연구결과를 용하 다

(일본, 만,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 <그림 4>는 용된 아시아 지역별, 섹터별 월별 배출 분

배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4. 화학종 분화

기질 모델링을 수행하기 해서는 기 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 

하여 화학종별 배출량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배출량의 시간분배를 해 시간 참조(reference)

와 그 참조에 해당되는 로 일(profile)이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배출량에서 배출원

별 화학종별 배출량을 산정하기 해 /면/이동오염원에 한 화학종 참조(speciation cross- 

reference) 일과 각 참조에 해당되는 로 일(speciation profile) 일이 필요하다. 미국 환경청

의 배출 로세싱 모델인 SMOKE(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에서 화학종 참조

(speciation cross-reference) 일은 모든 배출원에 해 어떤 화학종별 질량분율이 사용되어야 할

지를 오염원 분류 코드(SCC, Source Classification Codes)별로 정리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일에 근거하여 화학종별 로 일(speciation profile)에서 화학종 분배계수를 가져와 오염원 

분류 코드별로 화학종별 배출량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NMVOC 

배출량을 분화하여 화학종별 배출량을 산출하고자 하 는데, 이를 해 본 연구 배출목록의 배

출원 구분과 SMOKE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출원 구분의 차이를 보완하기 한 배출원 매핑

(source mapping)작업을 수행하 다(<표 3>). 배출원 매핑을 하기 해서 EDGAR 3.2 FT 2000 목

록의 배출원 구분과 같이 사용되는 연료에 한 구분(화석연료 는 생체연료)을 우선 으로 고

려하 으며, 그 이외의 부분에 해서는 산업의 종류와 공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 다. 

SMOKE에서는 CB-VI(Carbon Bond Mechanism), RADM2(Regional Acid Deposition Model, 

version 2), SAPRC99 메커니즘에 따라 구분된 배출원별 화학종별 질량분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PRC99 메카니즘에 따라 구분된 배출원별 화학종별 질량분율을 이용하여 

NMVOC의 화학종별 배출량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하지만 GEOS-Chem에 용되는 화학반응 메

커니즘과 SAPRC99 메커니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SMOKE에 제시된 화학종별 질량분율을 

직 으로 이용할 수는 없으며, 화학종에 한 매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5>의 

N.K. Moon et al.(2005)이 제시한 화학종 매핑 자료를 활용하 다. GEOS-Chem에서 용되고 있

는 화학메커니즘에서 요구되고 있는 NMVOC의 화학종은 인  오염원에 하여 PRPE(≥C3 

alkenes), C3H8, ALK4(≥C4 alkanes), C2H6, ACET(acetone), MEK(methyl ethly ketone), ALD2 

(acetaldehyde), CH2O가 있으며, 자연 오염원에 해서는 ISOP(isoprene), MONOT(monoterpenes), 

ACET(acetone), ALK4(≥C4 alkanes)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  오염원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 한 인  오염원에 한 배출원별 화학종 배출분율을 산정하 고 이를 이

용하여 화학종 분화된 NMVOC 배출량 자료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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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RC99 GEOS-Chem species SAPRC99 GEOS-Chem species

NO2 
O3

PAN 
CO  

ALK3
ALK4
ALK5

ISOPRENE
HNO3
HO2H
ACET
MEK 

CCHO
RCHO
MVK 

METHACRO
MA_PAN

PAN2
RNO3

NOx 
Ox-NOx

PAN 
CO  

1/3×ALK4
1/3×ALK4
1/3×ALK4

ISOP
HNO3
H2O2
ACET
MEK 

CCHO
RCHO
MVK 

MACR
PMN 
PPN 

R4N2

OLE1
ALK2
HCHO
ALK1
N2O5
HNO4
COOH

SO2 
NH3 

ASO4J
ANH4J
ANO3J

AORGPAJ
AORGBJ

AECJ
ACORS
ASEAS
ASOIL
　

1/2×PRPE
C3H8
CH2O
C2H6
N2O5
HNO4

MP
SO2 
NH3 
SO4
NH4
NO3

0.1×OCPI＋0.1×OCPO
SOA1+SOA2＋SOA3

BCPI＋BCPO
0.18×DST2＋0.29×DST3＋0.29×DST4

0.621×SALA
0.29×DST1＋0.11×DST2

　

<표 3> SAPRC99과 GEOS-Chem 화학종 매핑 목록 

IV.  지구 배출목록 산정결과

인 인 배출원을 상으로 기오염물질인 CO, NOx, NMVOC, BC, OC NH3, SO2와 온실가

스(CO2, N2O, CH4)를 상으로 2000년에서 2100년까지의 기간에 해 매 10년 단 , 월 단 의 

시간 인 해상도와 1° × 1°의 공간 인 해상도를 가지는  지구 규모의 배출량 자료를 A2시나

리오와 B1시나리오 별로 작성하 다. 미래 배출량은 앞서 진행된 과거 20년 배출량  2000년 

배출량에 IMAGE 2.2 model 배출량 자료에서 추출한 연도 변환계수를 용하여 산출하 다. 미

래 배출량 작성 결과는 표 인 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SO2, NOx, CO2를 선정하여 각 물

질별 2000년 ~ 2100년 기간 동안 매 10년 간격의 배출량 변화를 각 시나리오별로 정리하 다.

1. 연간 배출량  변화 경향

<표 4>를 살펴보면 물질 별로 배출량 증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체 으로 2100년 배출량

을 기 으로 A2 시나리오의 경우 기 연도보다 배출량이 SO2 약 63%, NOx 약 212%, CO2 약 

320% 증가하 으며, 이와 반 로 B1 시나리오의 경우 기 연도보다 배출량이 SO2 약 83%, NOx 

약 56%, CO2 약 22%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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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A2(unit: Tg) B1(unit: Tg)

Pollutant 2000(a) 2100(b) Diff.(%)(c) 2000(a) 2100(b) Diff. (%) (c)

SO2

NOx

CO2

127.2
98.9

27186.0 

207.5 
308.7

114038.8 

63.1
212.2
319.5

127.2 
98.9 

27186.0 

21.6 
44.0

21337.3 

-83.0
-55.5
-21.5

*(C) = {(b) － (a)}/(a) × 100

<표 4> SO2, NOx와 CO2의 배출량  배출량 변화정도  

(a) SO2 배출량 변화경향

(b) NOx 배출량 변화경향

(c) CO2 배출량 변화경향

<그림 5> 연도별 배출량 변화경향(2000-2100) (왼쪽: A2 시나리오, 오른쪽: B1 시나리오) 

<그림 5>를 보면 세부 인 배출량 증감 경향과 물질 별, 섹터 별 배출량 기여도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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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의 경우 <그림 5>의 (a)에 나타나듯이 A2 시나리오는 2000~2060년 까지는 배출량의 증가

를 나타내다가 2070년경부터 배출량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배출량 기여도가 가장 큰 부문은 

발 부문으로 나타났다. B1 시나리오는 배출량의 꾸 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주요한 배출기여

도를 나타낸 섹터는 발 부문과 산업부문으로 나타났다. IPCC SRES(2000) 보고서에 따르면 A2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을 기 으로 SO2 감 기술의 도입과 확산으로 인해 배출량의 감소가 

나타나며, B1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00년에서 2050년까지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배출량 감소로 

인해 배출량의 감소가 나타나며, 2040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배출량 규제 증가와 화석연

료 사용의 감소로 인해 배출량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5>의 (b)에 나타난 NOx의 연도별 배출량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A2 시나리오의 경우 꾸

한 배출량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2100년 기  배출량의 기여도가 가장 큰 부문은 발 부문

과 도로교통 부문으로 체 배출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B1 시나리오는 배출량의 꾸 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주요한 배출기여도를 나타낸 섹터는 수송과 주거부문으로 나타났다. A2 

시나리오의 경우 인구와 화석에 지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NOx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제성장과 동반되는 상이다. 한 이러한 경제성장은 자동차의 마

일리지수와 화물 운송량의 큰 성장을 동반한다. 하지만 A2 시나리오의 교통부문 배출량의 증가

율은 다른 배출 부문의 배출증가율에 비해 그 정도가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으로부

터의 배출량 증가가 OECD, Eastern Europe 등지의 배출량 감소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Cofala et al., 2007). 

CO2의 경우 A2 시나리오는 꾸 한 배출량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배출량의 기여도가 가장 

큰 부문은 발 부문으로 나타났다. B1 시나리오는 2000~2040년까지 배출량의 증가를 나타내다

가 2050년경부터 배출량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배출량의 기여도가 큰 부문은 발 과 수송부문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A2 시나리오의 경우 체 으로 배출량의 증가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주요한 배출섹터는 발 부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1 시나리오의 경우 배출량의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며, A2 시나리오와 여러부문의 기여도가 골고루 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 배출 변화경향

<그림 6>은 산출된 연별 배출량을 월별분화계수를 이용하여 월별 배출량으로 세분화한 결과

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배출원별, 도별, 계 별 월 배출특성을 반 하여 배출량을 산정

한 결과를 배출원, 지역 모두 통합한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비교  1월에 가장 높은 배출량을 

보이다가 6월에서 7월 정도에 가장 낮은 배출량이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도를 10

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살펴보면 북반구와 남반구의 월별 배출량 증감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북반구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체 지구배출량의 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북반구의 경우 1~3월, 10~12월에 체 으로 높은 배출량을 나타내었으며, 남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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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월별 배출량 분화 결과(매 10년 간격, 붉은색: A2 시나리오, 푸른색: B1 시나리오)

의 경우 그와 반 인 6~8월에 높은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남반구와 북반

구의 배출특성을 명확하게 구별해 보기 하여 도를 두 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그래 를 살펴

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의 월 배출량 변화 경향이 북반구 변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북반구의 배출량이 약 70~80%로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단

된다.

3. 지역분포 변화

<그림 7>에서 9는 SO2, NOx, CO2 배출량의 시나리오 별 지역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2 시나

리오의 경우 북아메리카, 유럽, 아 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배출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B1 시나리오의 경우 체 으로 배출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배출량 기여도를 살펴보

면 아시아와 아 리카 지역의 배출량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동아시아의 미래 배출량 기

여도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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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O2 배출량의 공간  분포( : 2000년, 아래: 2100년)
(왼쪽: A2 시나리오, 오른쪽: B1 시나리오)

<그림 8> CO2 배출량의 공간  분포( : 2000년, 아래: 2100년)
(왼쪽: A2 시나리오, 오른쪽: B1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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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Ox 배출량의 공간  분포( : 2000년, 아래: 2100년)
(왼쪽: A2 시나리오, 오른쪽: B1 시나리오) 

V. 배출량 산정 시스템의 유용성

1. 선행연구와의 결과 비교

본 연구를 통하여 산정된 배출량의 검정을 해 SRES 시나리오별로 미래 기환경 모사 연구

가 진행된 RIVM IMAGE 2.2 모델결과와의 배출량 비교 분석을 진행하 다. 3.2 배출 연도변환 

에서 서술하 다시피,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 미래 배출량 추정을 하여 RIVM의 모델링 결과

를 사용하여 연도 변환 계수를 산출하 다. 이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작성된 

배출량의 비교는 물론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용된 연도 변환계수의 성 역시 평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RIVM IMAGE 2.2 모델의 배출량 자료는 각 시나리오별, 지역별, 물질별로 분류되고, 각 

분류를 한 단계 더 세분화한 소분류를 기 으로 제공되고 있다. 분류는 산업공정(Industrial 

process,), 에 지 사용(Energy use), 자연배출(Natural), 토지이용(Landuse)로 나뉜다. 본 연구의 경

우는 크게 연료 연소 부문, 연료 생산 부문과 산업공정 부분으로 나뉘어 배출량이 평가되어 있

다. 따라서 본 에서는 IMAGE 배출량  자연 배출과 토지이용에 의해 배출되는 배출량을 제

외한 부분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진행하 다. 2000년부터 2100년까지 작성된 배출량을 이용하여 

2000년 기  2050년과 2100년의 배출량 변화 정도를 본 연구와 RIVM IMAGE 2.2 결과를 가지

고 산출, 비교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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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B1

2050/2000 2100/2000 2050/2000 2100/2000

KU
-EPS

IMAGE
KU

-EPS
IMAGE

KU
-EPS

IMAGE
KU

-EPS
IMAGE

CO
SO2

NOx
NMVOC

CO2

2.17 
1.94 
2.15 
2.20 
2.54 

1.53 
1.71 
1.80 
1.77 
2.49 

2.05 
1.63 
3.12 
1.47 
4.19 

1.83 
1.24 
2.56 
1.15 
4.07 

0.46 
0.50 
0.90 
0.85 
1.75 

0.38 
0.46 
0.70 
0.85 
1.79 

0.23 
0.17 
0.45 
0.21 
0.78 

0.14 
0.11 
0.33 
0.19 
0.81 

<표 5> 본 연구와 IMAGE 배출량 자료의 2000년 비 2050년, 2100년의 배출량 변화 정도 비교

<그림 10> KU-EPS와 IMAGE 배출량 자료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도 비교(CO, 2000년). 

A2 시나리오와 B1 시나리오의 결과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두 배출량 모두 체 으로 미래/

재 배출량비의 차이가 30% 이내에 머무르고 있어, 두 배출량 자료의 지역별 배출량 분포와 

세부 배출원별 배출량 수 이 동일하지 않다는 을 수 을 감안하면 자료 간 변화 정도가 유사

하게 나타났다고 단할 수 있다. 2000년도 CO 배출량을 가지고 두 배출 자료 간 배출원별 배

출량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IMAGE 배출량의 경우 교통 부분의 배출량의 기

여도가 약 86%로 주도 인 배출원으로 나타났지만, KU-EPS에서는 교통부문과 주거부문의 배출

량이 비슷하게 각각 48%와 43%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출원 배출량 기여도의 차이가 미래 

배출량의 변화 차이를 래한 것으로 악되었다.  

2. 배출량 산정 시스템의 기능성

(1) 소요시간의 단축

본 연구에서는 에서 서술한 배출 로세싱의 과정을 엑셀매크로화하여 1차 으로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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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cessing 

speed
Processing 

error

Total process

Hours of operation Volume of data Number of data

Projection factor 
extraction

2.8MB/sec < 0.01 % 40 sec 112 MB 2,400

Emission projection 16 MB/sec -
10,800 sec
(180 min)

180,224 MB
(176 GB)

60,000

Chemical 
speciation

30MB/sec -
119,048 sec

(33 h)
3,571,451MB

(3 TB)
192,000

Monthly emission 
allocation

14 MB/sec < 0.1 %
280,800 sec

(78 h)
4,194,304 MB

(4 TB)
240,000

<표 6> 연산 성과

Category before app. after app.

Time
Volume

24,000 sec
340 MB(100)

18 sec
301 MB(100)

<표 7> 기 시스템과의 배출 자료 산정 속도 비교(( ): 일 개수)

하 으나 요구되는 화일의 숫자와 규모가 방 하여 이를 더욱 효율화하기 해 FORTRAN을 이

용하여 하나의 소 트웨어로 작성, 통합하 다. 개발된 로그램 성능평가에 앞서,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할 데이터의 내용에 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평가에서는 시나리오 2개(A2, B1 

시나리오), 10개의 물질(CO, BC, OC, SO2, NOx, NMVOC, NH3, CO2, N2O, CH4), 30여개의 배출

원에 해 100년 동안의 배출량 산출 과정을 가정하 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 계산된 로그

램의 배출량 로세싱 성능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은 모든 작업이 연속

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상되는 결과 이며, 실제로 본 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출한 

는 다음 <표 7>과 같다. 배출량 산정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Linux FORTRAN77기반 배출 로

세싱시스템(KU-EPS)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표 7>에서 제시한 ‘ 용 ’은 엑셀 매크로를 이용한 결과이며, ‘ 용 후’는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이다. 연도변환 단계에 하여 ‘ 용 ’과 ‘ 용 후’의 계산 처리속

도를 비교해 보면 100개의 동일한 일 개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처리속도는 개발된 로세

싱시스템 ‘ 용 후’가 ‘ 용 ’보다 약 1,000배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2) 배출량 산정 검증(Quality Assurance)  기화학모델링 지원 자동화

기형태의 배출량 산정 시스템의 경우 배출 로세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의 확인을 

하여 사용된 일의 내용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반면, 자동화된 형태의 시스템의 경

우 배출량 산정 로그램 단계마다 오류확인이 가능한 간단한 로그램을 추가시켜 일정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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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배출량 산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배출량 산정 시스템의 결과물들은 지구 기화학모형인 GEOS-Chem 모델의 입력자료 형태

로 생성되어 모델링을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GEOS-Chem은 80가지 이상의 화학

종과 300개 이상의 반응식을 포함하고 있는데(Bey et al., 200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기화학모델에 포함되는 다수의 화학종  SO2, CO처럼 직  입력되는 물질들 뿐만 아니라, 화

학메커니즘을 지원하기 해 요구되고 있는 NMVOC의 화학종들, 즉 PRPE(≥C3 alkenes), C3H8, 

ALK4(≥C4 alkanes), C2H6, ACET(acetone), MEK(methyl ethly ketone), ALD2(acetaldehyde), CH2O

들 역시 화학종 분화단계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한 좀 더 실 인 배출량의 시공간 분포를 

제공하기 해 배출부문별, 도별로 시간분화된 배출량을 제공하고 있다. 

VI. 결론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구  지역규모 배출목록 로세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

거와 미래에 한  지구/동아시아 지역 규모의 모델링 배출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배출 목록 

로세싱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모델링 배출목록 작성과정을 GIS와 FORTRAN 로그램을 이

용하여 모듈화하고 이를 통합한 배출 로세싱 시스템(KU-EPS)을 개발하 다.

기 연도 배출목록 작성은 CO, NOx, NMVOC, BC, OC  NH3, SO2, CO2, N2O, CH4를 상물

질로 하여 1980년에서 2100년까지의 배출량 자료를 1° × 1°로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월별 자

료로 작성하 다.  지구 규모의 배출량 자료 작성을 해 EDGAR 3.2 FT 2000, Bond et al. 

inventory 자료를 선정, 사용하 으며 아시아 배출량 자료의 경우 INTEX 2006과 TRACE-P 배출

량 자료를 사용하여 배출목록을 작성하 다. 

산정된 배출량을 통하여 기오염물질 별로 시나리오별, 섹터 별 연 배출량  변화경향을 살

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각 오염물질별 시나리오별 주요 배출 섹터를 확인하 다. 체 으로 

A2 시나리오의 배출량은 증가경향을 나타내었으며, B1 시나리오의 배출량은 감소경향을 나타내

었다. 한 기오염물질 별로 지역분포를 살펴본 결과 동아시아의 미래 배출량 기여도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산정된 연 배출량에 월별분화계수를 용하여 산출된 월 배출량 과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비교  1월에 가장 높은 배출량을 보이다가 6~7월 정도에 가장 

낮은 배출량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계속 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미래의 시나리오별 기오염배출량 분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정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기후모델과 연동된  지구 규모  동아시아 규

모의 기화학 모델링 시스템을 지원하기 한 모델링 배출목록을 생산하고, 과거- 재-미래,  

지구와 지역규모, 기화학과 기후라는 여러 연  요소들을 통합하는 모델링을 지원하기 한 

다량의 자료를 효과 으로 로세싱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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