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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배출 허가권 및 준법감시, 국제 협력 등을 포함한

다. 특히 관리 체계 부분에서는 대기환경기준 (NAA 

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주 시

행계획 (SIP; State Implementation Plan, 이하 ‘시행계

획’), 연방 시행계획 (FIP; Federal Implementation 

Plan)을 포함하는 미국의 대기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PM2.5 관련 주

요 제도와 기술 (Technique)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

적하였으며, 현재 논의 중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가능

한 범위 내에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도구 관

련해서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차원의 시행계획 수

립과 정량적 분석에 있어 중요한 수치모델 관련 정보

도 언급하였다. 

  1. 서     론

본 기술자료는 미국의 초미세먼지 (이하 PM2.5; 

Particulate Matter of which diameter is equal to or less 

than 2.5 μm) 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향후 국내 PM2.5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 아리조나 등 사막이나 

황무지와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면 PM10
 (Particulate 

Matter of which diameter is equal to or less than 10 

μm) 농도는 국가 차원의 중요 문제가 아니므로 본 자

료의 주된 논의는 PM2.5에 중점을 두었다. 

제시하는 내용은 미국의 청정대기법 (CAA; Clean 

Air Act)을 기반으로 관리 철학, 관리 체계, 측정,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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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론

2. 1  미국의 PM2.5 관리 실적

미국의 PM2.5 관리가 과연 ‘성공적인가’에 대한 검

토는 ‘미국의 PM2.5 관리 사례 분석이 향후 국내 PM2.5 

관리에 있어 유용한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림 1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

외한 미국의 9개 지역에 대하여 PM2.5 관리가 본격적

으로 시행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PM2.5 농

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US EPA, 2016a). 지역별로 다

소 차이는 있으나, 16년간 연평균 PM 2.5 농도는 

22~48% 정도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 당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 (예: 남동부)에서의 농도 감

소가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 PM2.5 관리 성과의 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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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tional (top) and regional (bottom) trends of annual average PM2.5 concentrations in US from 2000 to 2016 (US EPA,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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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초창기 PM10과 PM2.5 관리는 1970년대 초

반 총 부유분진 (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관리

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1990년 대대적인 청정대기법 

개정과 함께 호흡기로 흡입되어 실제로 인체 위해성

을 갖는 PM10, 그리고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순차적으로 공표되면서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PM2.5의 대기환경기준은 1997년 처음으로 공표된 연

평균 기준 15.0 μg/m3과 일평균 기준 65 μg/m3에서 20

년이 지난 2012년에는 연평균 기준 12.0 μg/m3 및 일

평균 기준 35 μg/m3로 각각 20%와 46% 가량 강화되

었다 (표 1). 

PM2.5 대기환경기준은 1997년 공표 이후 2016년

까지 20년간 꾸준히 강화됨에도 미국에서 미달성 지

역의 공간적인 분포 범위는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일부 지

역에서만 연평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림 2). 이러한 경향은 일평균 기준에서도 크게 다

르지 않다.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보다 

엄격한 PM2.5 관리제도의 적용과 그에 따른 배출량 

삭감 목표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

어져오는 PM2.5 농도 개선은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이

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며, 미국이 PM2.5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2011년에 처음으로 PM2.5에 대한 대기

환경기준을 연평균 25 μg/m3, 일평균 50 μg/m3으로 정

하고, 2015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3년이 지난 

2018년 3월에는 PM2.5 대기환경기준을 연평균 15 μg/

m3, 일평균 35 μg/㎥m3로 강화하였다. 대기환경기준 

강화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이러한 대기환경기준 강화는 뒤에서 언급될 지역별 

농도 현황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 등 과학적 분

석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과, 미국과 달리 변경 주기

가 짧았던 점 등은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환경

기준의 신설 및 개정은 대기 관리에 있어 목표 설정

과 배출량 저감 대책 수립, 집행과 감독, 필요기술 개

발, 소요 재원 추정, 비용-효과/편익 분석, 농도 개선 

평가 등 일련의 제도적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후속적인 조치의 연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 2  PM2.5 관리철학 및 사례

그림 3은 기본적인 미국의 PM2.5 관리체계를 보인 

것으로, 1) 대기 중 PM2.5 농도, 2) 인체 위해성과, 3)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관리 등 세 단계

로 구분할 수 있다 (NARSTO, 2004). 첫 단계는 배출

Table 1. History of primary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TSP, PM10, and PM2.5 in US (US EPA, 2016b).

Indicator Averaging time NAAQS year Level (µg/m3) Form

TSP
24 hour 1971 260 Not to be exceeded more than once per year

Annual 1971 75 Annual geometric mean

PM10

24 hour

1987

150
Not to be exceeded more than once per year on average over 
a 3-year period

1997
2006
2012

Annual
1987

50 Annual arithmetic mean, averaged over 3 years
1997

PM2.5

24 hour
1997 65

98th percentile, averaged over 3 years2006
352012

Annual
1997 15.0

Annual arithmetic mean, averaged over 3 years2006
201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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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 중 기상인자와 같은 환

경요인에 의한 물리화학적 변화가 투영된 농도 결정 

과정이다. 특히 이 단계에는 대기오염 현상에서의 인

과관계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모델링 (Conceptual modeling)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는 PM2.5 농도 변화가 보건, 시정, 기후, 생태

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다. 세 번째는 농도-영향 평가 결과를 환경개선 목표

에 어떻게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관리 계획의 실천이 실제로 대기환경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한다. 이 마지막 과정은 

다시 첫 단계와 이어지며 대기질 관리의 선순환적인 

PM2.5 Attainment and Nonattainment Areas in the U.S. 
(as of December 17, 2004)

PM2.5 Nonattainment Areas (2012 Standard)

PM2.5 Classification

Fig. 2. US non-attainment areas of annual PM2.5 NAAQS in 2004 (Top) and 2017 (Bottom) (US EPA, 2004,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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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정량적 대기질 

관리를 위한 수치 모델링과 대기 중 PM2.5 실제 농도

를 파악하는 측정이 내재하고 있는 개별적인 약점을 

보완하며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한다. 

Fig. 3. Scientific Framework for PM2.5 Management (adopted after simplifying the original diagram from (NARSTO, 2004)). 

Fig. 4. Annual trends of SO2 emissions by coal-fired electricity generating units (black line), gross loads by coal-fired electrici-
ty generating units (blue line), and gross loads by all fossil fuel fired electricity generating units (red line) in 6 southeastern 
states in US (AL, FL, GA, NC, SC, and VA) from 2000 to 2016 (Data Source: https://ampd.epa.gov/ampd/).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600,000,000

500,000,000

400,000,000

300,000,000

200,000,000

100,000,000

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G
ro

ss
 lo

ad
 (M

W
-h

)

SO
2 e

m
is

si
on

s (T
PY

)

Gross load by coal units (MW-h)
Gross load by all units (MW-h)
Coal SO2

 (TPY)



미국의 초미세먼지 관리 제도 검토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4, August 2018, pp. 588-609

593

 NARSTO (2004)는 미국의 각 지역에 대해 이러한 

분석체계를 토대로 PM2.5의 주요 전구물질들과 배출

원을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미 남동부에서는 석탄 화

력발전에서 배출되는 SO2가 주요한 PM2.5의 전구물

질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SO2의 제어는 PM2.5 대기환

경기준 준수를 위한 주요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미 

남동부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관련 SO2 배출량과 이

들 설비로부터 생산한 발전량은 2000년 대비 2016년

에 5%와 51%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림 4). 같은 기간 

전체 화석연료 발전량은 19%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SO2 배출량이 95%나 감소는 석탄 화력 발전의 

감소가 주 원인으로, 이러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감

소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예로 강화되는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석탄

화력 발전설비에 대한 탈황장치 등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전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합 천연가스 발

전으로의 전환, 전반적인 전력 수요 증가율 감소, 신

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효율적인 전력 생산 등이 

언급될 수 있다 (Mills et al., 2017; US EIA, 2014). 

NARSTO의 PM2.5 관리 체계는 Jeffries (2003)가 제

안한 과학-공학-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과도 

상당히 일치하는데 (그림 5),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

은 과학-공학-정책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들이다. Jeffries (2003)는 과

학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 또는 이해 

과정으로, 공학은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최대한 현실

에 적용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 또는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 역할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Jef-

fries (2003)는 과학과 공학으로부터 얻어진 과학적 

지식과 예측된 변화를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실

행되며, 이것을 다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구조 (structure) 또는 주기 (cycle)가 중요하다고 보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기질 수치모사는 현재

까지 알려진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공학적 요소 (예, 

실험식 등)를 가미하여 향후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혹은 제안된 정책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정량화하는 

도구이다 (Russell and Dennis, 2000; Oreskes et al., 

1994).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PM2.5 관리에서 수치모

사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았다  (US EPA, 

2007a). 

앞 절에서 언급한 개념 모델링은 ‘대기질 현황 분

석 및 이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 모델링에서는 

해당 지역의 농도 및 배출량 현황, 장기 추세, 시공간

적 변화 등이 검토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Fig. 5. Conceptual diagram about interaction among science, engineering, and policy in air quality management (Jeffri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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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내

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PM2.5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 배출원에 대한 민감도 및 기여도 분석, 지자

체별 상호 영향, 오염원별 관리 방안, 측정망 운영 계

획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또한, 그림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 국내 

PM2.5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과 행정 간에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도출을 위한 선순환적 구조 또는 제도 마련이 요구 

된다.

 

2. 3  미국 PM2.5 관리체계의 현황

미국의 PM2.5 관리는 일반적인 기준성 대기오염물

질과 유사한 관리체계를 따른다. 미국 대기질 관리체

계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면, 대기환경기준 및 각종 

법령은 미 환경청 (US EPA)에서 제정, 공표한다. 다

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 환경청보다 강화된 자체 

대기환경기준 및 해당 기준 순수를 위한 법령의 제정 

및 집행이 가능하다 (Karmel and FitzGibbon, 2002). 

통상 대기질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은 각 주에서 작성

하며, 이를 미 환경청의 승인 하에 실행된다. 또한, 미 

환경청에서 전국적인 적용을 위해 개발한 배출 허가

권 등 관리 제도의 실제 집행은 각 주에 위임 (dele-

gate)하고 있다 (ECOS, 2016). 미국의 대기질 관리 체

계 상 중요한 개별 요소는 대기환경기준 검토 및 개

정, 미달성 지역의 지정, 주 및 연방 시행계획 (SIP과 

FIP)이다. 

2. 3. 1  대기환경기준 검토 및 개정

대기환경기준의 신규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위해성만이 대기환경기준 설정의 척도가 되며, 

위해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adequate margin of safe-

ty’) 설정하며, 비용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Whitman v. American Trucking Assns., 

Inc., 2001). 다만, 미 환경청은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

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설정 단계에서부터 “Regulato-

ry Impact Analysis”를 수행하여 최종 확정된 대기환

경기준을 이행할 시에 비용적인 부분이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US EPA, 2012). 실제로 미 환경청은 1990

년 청정대기법의 대대적인 개정이후 2020년까지 청

정대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청정대기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비

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US EPA, 

2015a).

미 환경청은 원칙상 매 5년마다 대기환경기준을 

신규 제정 또는 개정을 검토하며, 크게 4단계로 나누

어 진행한다 (US EPA, 2014a). 첫번째 단계는 계획 

(Planning) 단계로 자료 수집, 전문가 의견, 이해 관계

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다. 두번째 단계는 종합적 과학평가 (ISA;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로 PM2.5 노출과 건강 위해성 간

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때 PM2.5 관련 

대기화학 및 배출원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한다. 세

번째 단계는 위해성/노출평가 (REA; Risk/Exposure 

Assessment)로 PM2.5 노출에 따른 조기사망률과 같은 

정량적인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정

책평가 (PA; Policy Assessment)로 종합적 과학평가와 

위해성/노출평가를 통해 밝혀진 과학적인 증거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선택 사항들을 발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대기환경법 과학자문위원회 

(CASAC; Clean Air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가 

미 환경청장에게 종합적 과학평가와 위해성/노출평

가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기

존 대기환경기준이 충분한지,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조언’한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대기환경

기준의 4대 요소인 지시자 (Indicator, 예: PM2.5), 평균

시간 (Averaging time, 예: 1년), 형태 (Form, 예: 3년치 

연평균의 평균), 수준 (Level, 예: 12.0 μg/m3)을 집중적

으로 다룬다. 궁극적으로는 앞서 언급된 모든 정보와 

조언을 고려하여 미 환경청장이 최종적인 대기환경

기준을 정하게 된다. 

신규 혹은 개정된 대기환경기준이 공표되면, 미 환

경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기환경기준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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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NAAQS Implementation Plan)을 마련하게 된다 

(US EPA, 2014b). 이 계획에는 개정된 대기환경기준, 

미달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분석 지침, 향후 일정, 그

리고 미달성 지역을 포함하는 주가 제출해야 하는 시

행계획의 필수 요소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포

함된다. 대기환경기준 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설계치 (Design Values)이다. 설계치 산정은 

공식 측정방법인 FRM (Federal Reference Method) 혹

은 이와 동등한 FEM (Federal Equivalent Method)을 

따라 측정된 농도 자료에 대기환경기준의 4대 요소 

중 지시자, 평균시간, 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

한다. 이 설계치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면 아래 소

개하는 “미달성 지역의 지정”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설계치를 이용한 미달성/달성 판정은 별도의 불

확도를 고려하지 않은 “bright line” 접근법을 이용하

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매우 민감한 사안

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 환경청은 자세한 설계치 

산정 방법 (예: 소수점 처리 등), 정도관리 방법, 그리

고 측정 농도자료의 설계치 산정 시 이용 가능 여부 

(예: clean data determination)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세 기준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연적인 

산불 등의 이유로 발생한 고농도 관측은 예외적 사례 

(Exceptional event)로 제외하고, 나머지 측정자료만

을 설계치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러한 자

료의 선별 작업과 예외적 사례에 대한 증거문서 제출

에 대한 요구사항 및 마감일 등도 대기환경기준 시행

계획에 포함된다. 

최근 PM2.5 대기환경기준 시행계획에서는 전구물

질 증명 (Precursor demonstration)이라는 것이 제시

되었는데, 이는 미달성 지역에 대한 주 시행계획에서 

PM2.5의 4가지 주요 전구물질 (SO2, NOx, VOC, NH3) 

배출이 대기환경기준 달성에 ‘중요하지 않은’ (Insig-

nificant) 것을 증명하면 해당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

량 저감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US EPA, 2016c). 

2016년 11월 17일 이에 대한 지침 초안 (Draft Guid-

ance)이 공표되었고, 의견수렴 (Comment)은 2017년 

3월 31일에 마감한 상태로, 현재는 미 환경청 내부의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 미 환경청이 미확정된 정

책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며 새로운 시도와 관련된 

방안이나,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를 실제로 집행할 지자체의 의

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 PM2.5의 대기환경기준은 2015년부터 적

용되었으며, 2018년 3월 연평균과 일평균 기준이 각

각 15 μg/m3과 35 μg/m3으로 강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의 변경 및 신설 

검토 주기는 매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분

석에 근거하여 개정 절차를 따른다. 또한, 대기환경기

준 개정에 따른 미달성 지역 지정 및 개선을 위한 시

행계획과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

어 있다. 향후 국내에서 실질적인 대기오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과 그에 따

른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절차, 주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덧붙여 

국내에서는 아직 설계치 산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

지역에서의 실천계획 등에서의 기본계획 등에서 실

질적 시행평가, 이행평가는 삭감 배출량 위주로 진행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배출량 위주의 평가는 대기

질 현황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

러한 제한점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초미세먼

지 문제에 있어 정량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

운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기준성 대기환경물질이

라면 개선 대책에 대한 평가 역시 대기 중 농도를 기

준으로 평가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2. 3. 2  미달성 지역의 지정

미달성 지역 지정은 미 환경청이 각 주에 미달성 

여부에 대한 추천안을 기일 내 (기준 공표일로부터 

120일 후에서 1년이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하는 것으

로 시작한다. 각 주는 미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5-요소 

분석 (Five-factor analysis) 지침에 따라 대기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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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상이 포함된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주가 미달성 지역을 추천하

면, 미 환경청은 추천안을 검토하여 해당 주의 모든 

지역에 대한 미달성 여부를 판정한다  (US EPA, 

2016d). 이 과정에서 미 환경청은 각 주의 추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미달성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데, 이러한 변경을 하면 미 환경청은 각 주에 120일의 

반론기간을 주어야 한다. 미달성 지역은 기준 공표일

로부터 2년 내에 지정되어야 하므로 120일의 반론기

간은 기준 공표일로부터 최소한 1년 8개월 이전에는 

시작되어야 한다. 

PM2.5의 경우 미달성 지역을 대기환경기준 초과 정

도에 따라 심각 (Serious)과 중간 (Moderate)으로 구분

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시행계획 요건 (SIP require-

ment)을 부여한다 (US EPA, 2016e). 예를 들어 2012

년 PM2.5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심각 지역은 

미달성 지역 지정일로부터 4년 6개월, 중간 지역은 

18개월 내에 시행계획를 제출해야 한다. 미달성 지역

에 대한 시행계획 요건의 주요 요소에는 배출량 목

록, 배출량 저감 계획, 수치모사를 통한 달성 증명, 적

정 추가 저감 (RFP; Reasonable Further Progress) 및 

비상 조치 (Contingency measure)가 포함된다. 여기

서 비상 조치는 만약 대기환경기준 달성 예정일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행정절차만으

로 구현 가능한 배출저감 계획이다. 

수치모사를 통한 달성 증명에서 대기환경기준이 

만족되는 미래연도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빨리 도달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며, 기준연도는 설계치에 

근접한 연도 중 가능한 배출량 목록의 정확도가 높은 

연도를 선택한다. 기존의 수치모사를 통한 달성 증명

은 현재 측정망에서 수치모사 결과의 상대적인 변화

인자 (Relative reduction factor)와 기준연도 설계치의 

곱을 통해 얻은 미래 설계 기대치 (Future design 

value)가 대기환경기준보다 낮은지가 주요 관건이었

다. 최근에는 측정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수치모사 

결과를 활용한 비측정 지역 분석 (Unmonitored area 

analysis)을 통해 고농도 모사 지역으로 기존 측정망

을 옮기거나 이러한 지역에서의 고농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저감계획을 마련할 것을 선택사항으로 제

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의 미달성 지역 지정과 마찬가지

로 수도권 (특별법)을 비롯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적용은 어려운 상황

이다. 그 이유는 초미세먼지 측정자료에 근거한 미달

성 지역 지정은 현재 측정망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미달성이 예상되며, 측정망이 없는 지자

체의 포함 여부, 지정에 따른 대책 마련, 배출원 규제, 

비용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

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

를 위해서는 배출량-농도-노출 정도의 연속성에서 

정책의 비용-효과/편익 등이 철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 3. 3  주 및 연방 시행계획

실제적인 시행계획 마련에는 앞서 언급된 미 환경

청의 지침과 시행계획 요건에 따라 각 주의 필요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다. 이렇게 개발된 시행계획은 미 

환경청에서 승인하고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표되는 순간 연방법으로 강제 집행 가능한 

(Federally enforceable) 지위를 갖게 되는데, 각 주에

서는 필요 시 주 조례 (State rule)와 같은 별도의 규제

를 마련하기도 한다. 각 주의 고유 권한은 때로는 매

우 한정된 공간적 범위에 국한된 특정 오염원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미달성과 같은 지역 특색의 문제 해

결을 위한 유연성을 보장한다 (Galvis et al., 2015). 이

렇게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위임된 권한을 활용하

여 각 주는 지역적인 배출 및 화학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 조례 마련 및 집행이 가능하다. 하

나의 예로써 미국 조지아 주의 경우 대형 화력발전소

의 SO2 및 NOx 배출량 저감을 위해 3차원 광화학 모

사를 수행하고, 오존 및 PM2.5에 대해 단위 배출량 저

감에 따른 농도 변화와 필요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발전시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운영 

관련 규정을 개발, 공표, 집행하고 있다 (Coh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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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편, PM2.5는 광역적인 특성을 크게 나타내며, 개

별 주가 미달성 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

여 청정대기법은 선린 조항 (Good neighbor provi-

sion)을 담고 있는데, 기본 틀은 각 주의 배출량이 다

른 주의 달성 유지 및 미달성 지역 지정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미 환경청은 ‘광역 대기오염법’ (CSAPR; Cross-

State Air Pollution Rule)을 제정하여 연방 시행계획

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현행 PM2.5 관리체계는 효과적

인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대기환경 기준

과 전국규모의 정책을 마련하면서 지방 정부의 효과

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 분석 방법론 및 도구를 

제공한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지침 등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저감정책의 수립 및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기준 

설정, 달성 현황 및 시행계획에 따른 달성여부 평가

를 한 주기로 볼 때, 매 주기마다 대기환경기준을 만

족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필요에 따라 가감

하는 유연함도 추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PM2.5를 포함한 대기질의 효과적

인 관리를 위해 권역 설정 및 광역 지자체간 공동의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의 선린 조항

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지방 정부 간의 협력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예처럼 국내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는 전

반적인 제도 검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 및 집행은 지방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2. 4  측정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초미세먼지의 정의가 확립된 

것은 1997년 대기환경기준의 공표를 통해서였다. 그

러나 대기환경기준 공표이후 미 환경청은 단순히 총 

중량 농도 (Total mass concentration) 측정만으로는 

관리방안을 위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고, 2000년 초반부터 대대적으로 전국 측

정망에 대한 측정체계 검토를 하였다  (US EPA, 

2008a). 그 결과 미 환경청의 측정관련 기본 전략이 

‘통찰력 있는 측정 (insightful measurement)’, 즉 배출

량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US EPA, 2008a). 여기에서 ‘통찰력 있는 측정’이

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보

하고 계획 수립에 충분한 근거 제공이 가능한 측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많은 수의 단편적인 측정소를 

분산하여 설치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비록 측정소 수

를 줄이더라도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여러 대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또한, 도심의 농도 감소와는 달리 교외지역

의 농도 증가와 광역적 이동성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이해 증진과 모사 활용 측면에서 기존의 측정소를 보

다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US 

EPA, 2008a).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NCore’ 측정소의 

설치 및 확대로 이어진다 (US EPA, 2016f).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Class I 지역에서 PM2.5 기인

에 의한 시정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미 환경청은 기

준성 대기오염물질로써의 PM2.5 농도 관리와 병행하

여 1985년부터 IMPROVE (Interagency Monitoring of 

Protected Visual Environments) 측정망을 국립공원

관리처 (NPS; National Park Service), 미 농무부의 산

림처 (USFS; USDA Forest Service) 등과 같은 다른 연

방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의 PM2.5 관련 측정망은 PM2.5 FRM (Filter-based), 

PM2.5 FEM (연속 측정소), NCore, IMPROVE를 포함

하여 네 종류이다.

앞서 설명한 PM2.5 설계치 산정에는 FRM 혹은 

FEM 측정 자료만이 이용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FRM으로 인정된 (혹은 법제화된) 측정망 자료만이 

정책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센서 (Micro-sensor) 혹

은 저비용 센서 (low cost sensor) 역시 정책적 활용 방

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정책용 사용에



                    김병욱, 김현철, 김순태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 34 권 제 4 호

598

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대기관리를 위한 측정은 

정확도, 시공간 해상도 및 범위가 설계치 및 대기관

리의 목표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Hall et al., 

2014). 

한편 주요 PM2.5 성분 측정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소

탄소 (EC; Elemental Carbon)이다. 검댕 (Soot)과 블랙

카본 (BC; Black Carbon), 원소탄소에 대한 구분이 때

때로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하는데, 이는 이

들 물질이 운영상 정의되었기 (Operationally defined) 

때문이기도 하다 (Long et al., 2013). 원소 탄소의 경

우 측정방법에 따라 질량농도에서 많은 차이가 때때

로 보고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Chow et al., 2004). 쟁점이 된 원소탄소의 측정 방법

들은 STN (Speciation Trend Network, CSN의 전신) 

망에서 사용하던 열광학적 투과도법 (TOT; Thermal 

Optical Transmittance)과 IMPROVE 망에서 사용하

던 열광학적 반사도법 (TOR; Thermal Optical Reflec-

tance)이었는데, 두 방법의 교차비교 후, 미 환경청은 

기존 열광학적 투과도법로 측정된 2006년 이전 자료

들을 순차적으로 열광학적 반사도법 기반으로 갱신

하고, 향후 STN 망에서의 원소탄소 측정을 열광학적 

반사도법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원

소탄소 측정법의 변동은 원소탄소 뿐 아니라 같은 방

법으로 측정하던 유기탄소 (OC; Organic Carbon) 및 

유기탄소로부터 추정하던 대기 중 유기물질 (OM; 

Organic Matter) 측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Khan et al., 

2012). 이는 기존 STN 망에서 측정된 유기탄소에 대

해서는 계수 1.4를 곱하여 유기물질 농도를 추정하는 

반면, IMPROVE에서 측정된 유기탄소 값에는 1.8을 

곱하는 추정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Dillner, 2016; 

Chow et al., 2010). 

PM2.5 총 질량농도 및 그 구성 성분의 농도 측정값

은 설계치 산정과 수치 모사와 함께 대기관리의 성공 

여부를 추적하는 역할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PM2.5 관리를 위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여타 과학과 마찬가지로 시간적으

로 주기적인 검토와 함께 측정-모사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과학발전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용 측면에서 탁월한 마이크로 센서의 등장으로 매

우 광대한 영역에서의 자료 생산 가능성을 고려하면, 

여러 수준의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측정값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큰 숙제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현재 국내에서 초미세먼지 관리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암모니아 배출량 및 농도 문제는 (Kim et 

al., 2017a, 2017b; Link et al., 2017), ‘통찰력 있는 측

정’의 중요성을 보이는 좋은 예시이다. 암모니아의 

경우 무기성 이온 성분의 생성 및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량적 기여도 분석에도 중요 인자로 작

용한다. 이러한 암모니아의 대기 중 거동과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자상 농도뿐 아니라 가스상 농

도의 동시 측정이 필요하다 (Clappier et al., 2017; 

Jiang and Xia, 2017; Meng et al., 2017). 국내 초미세먼

지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며, 강구될 수 

있는 많은 대책들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리대

상 오염물질의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배출량 및 농도 

현황 분석, 마련될 수 있는 대책의 적용 가능성, 타 대

책과의 저감 효과 분석 및 비용적 효율성 등이 분석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적 관측은 매우 중요 

하다.

 

2. 5  배출량 산정 및 목록 작성

시행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목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달성 증명의 경우 수

치모사를 이용한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기

환경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지만, 다른 시행계획의 

요소들, 특히 적정 추가 저감 등은 배출량만으로 평

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환경청은 ‘배출량 목록 

산정지침’ (Emissions Inventory Guidance for Imple-

mentation of Ozone and Particulate Matter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and Regio-

nal Haze Regulations) 및 교육 프로그램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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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ine Particulate Emission Inventories)을 제공하고 

있다 (US EPA, 2017b; APTI, 2004). 

시행계획에 이용되는 배출량 목록은 통상 Air 

Emission Reporting Rule 및 National Emission Inven-

tory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시

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다. 한편 최근 미 환경청은 시행계획 배출량 목록에 

응축성 미세먼지 (PM condensable) 배출량을 보고하

도록 의무화하였으며 (US EPA, 2008b), 연돌에서의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 표준화를 위해 ‘Method 

202’를 공표하였다 (US EPA, 2010). 하지만 Method 

202는 여과성 미세먼지 (PM filterable) 측정법인 

Method 201A에 비해 매우 늦은 2010년에 공표되었

고, 2014년에는 해당 측정법의 현장 적용 지침을, 

2016년에 Best Practice Handbook이 발간되는 등 현

장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난항을 겪었다. 또한 

현재까지도 수치모사 시 배출량 목록에서 제공하는 

응축성 먼지 배출량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대기관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시의 적절한 방법론이 제공되지 않

는 경우 전체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마지막으로 면 오염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은 주로 

활동도와 배출계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일부 활

동도 자료 (예: 연료사용량)의 경우 면 및 대형 점오염

원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

라서, 해당 활동도가 대형 점 오염원과 연관되는 경

우, 대형 점오염원에 해당되는 활동도를 제외하고 면

오염원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이 과정을 Point 

Source Subtraction 혹은 Point Source Reconciliation

이라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대형 점오염원의 배

출량뿐 아니라 활동도 정보 ,  즉 물질 사용량 

(Throughput)이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과거에

는 이러한 정보가 영업기밀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이유로 정보 취합에 현실적인 어

려움을 겪었다. 최근 미 환경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시행계획 배출량 목록 작성 지침에 사업장

의 영업기밀이 배출량 산정에 방해 사유로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다 (US EPA, 2017b). 따라

서, 향후 배출량 목록에는 물질 사용량 정보가 충분

히 반영된 면오염원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배출량 관련 정보 관리 측면에서 미 환경청

은 3차원 수치모사 및 수용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위

해 다양한 PM2.5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PM2.5 화학종 

및 개별 공정별 배출계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화학종 데이터베이스인 SPECIATE을 지속적

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US EPA, 2015b), 최근에는 웹 

기반의 WebFire를 개발하여 공개하였다 (US EPA, 

2017c). 동시에 미 환경청은 최근 각종 연돌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배출량 측정 정보를 준 

실시간으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CEDRI (Compliance and Emissions Data Reporting 

Interface)를 개발하였다 (US EPA, 2016g). 또한 

CEDRI에 자료 제출시, 사용하는 ERT (Electronic 

Reporting Tool)는 WebFire와 연동되어 최대한 빠른 

Fig. 6. Emission information flow before (top) and after 
(bottom) the implementation of Combined Air Emissions 
Reporting (CAER) (US EPA, 201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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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 새로운 배출계수를 산정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CAER (Com-

bined Air Emissions Reporting) 시스템의 개발로 이

어졌다 (그림 6). 

CAER 개발 이전에 각종 대형 점오염원 관련 배출

량 정보 제출 시에는 온난화 관련 배출 목록 보고 프

로그램 등 개별 대기관리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업체 

정보 등의 공통 정보를 여러 번 제출하거나 서로 다

른 정보 요구사항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동시

에 제출 시기도 통일성이 없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배출량의 정도관리가 어렵다

는 지적이 있었다. CAER는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

고 아래와 같은 6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개발된 시

스템이다 (US EPA, 2016h). 

1. 대형 점오염원 사업장의 배출량 보고 부담 경감

2. 자료의 적시성 및 투명성 개선

3. 전체적인 대기관리 프로그램 사이의 일관성 유지

4. 자료의 품질 개선

5. 자료의 유용성 및 접근성 개선

6. 시의 적절한 대기관리 의사 결정을 위한 지원

이러한 정보 공개 및 지속적인 자료 갱신, 그리고 

시스템의 개발은 미국의 PM2.5 관리에 상당히 기여하

였고 향후 계속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배출량 목록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오염원에서의 배출량, 

배출계수 및 활동도의 불확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등 

배출물질에 대한 다변화, 발전 및 대형 산업시설 등 

주요 점오염원에 대한 실시간 배출자료 이용 방안 등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배출량 산정은 보다 정교함이 요구될 것이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양한 자료의 이용이 

불가피한 바, 이용 자료에 대한 표준화 (예, 배출원 분

류, 항목, 위치 등)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 

 

2. 6  배출허가권, 배출량 제어기술, 준법감시

2. 6. 1  배출허가권

미국의 배출허가권 (Permit) 제도는 청정대기법 초

기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배출허가권 제도는 신규 

(New Source) 혹은 기존 배출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정 변경 (Major Modification)이 있는 경우, 이들 배

출원에 의한 대기질 영향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출허가권 제도의 실제 집행은 

달성 지역에 대한 대기질 악화 방지 (PSD, 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와 미달성 지역에 대한 

신규 배출원 검토 (NNSR, Non-attainment area New 

Source Review)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US EPA, 

2015c, 2015d). 두 가지 제도로 분리된 가장 큰 이유

는 대기질 악화 방지의 경우 달성지역의 오염원들이 

현 상태의 대기환경이 향후 기준 달성을 충분히 이루

는 범위 내에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신

규 배출원 검토의 경우 이미 미달성인 지역의 달성목

표 구현에 배출원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다. 또한, 앞서 언급된 대기환경기준 이행계획에서는 

현재 달성/미달성 상태에 따라 필요한 배출량 제어기

술 수준을 다르게 요구하고 있다. 

신규 배출원 제한 제도는 현재 대기질이 환경기준

을 초과하는 상태에 대한 프로그램이므로 신규 혹은 

변경에 의한 해당 지역의 총 배출량 증가 자체를 허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혹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허가 신청자가 자신의 다른 배출 공정으로부터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해당 지역의 다른 배출원으로

부터 배출 허가량을 획득하여 추가 배출량을 상쇄해

야 한다. 다만, 미달성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추가되

는 배출량보다도 더 많은 배출량을 상쇄하는 (Offset) 

의무가 지워질 수 있다 (US EPA, 2015d). 또한 추가되

는 배출량에 대한 배출제어 기술은 허가권 신청 당시 

가장 효율이 높은 LAER (Lowest Achievable Emission 

Rate)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배출 허가권과

는 별도로 미달성 지역의 기존 공정들은 RACT (Rea-

sonably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수준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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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대기질 악화 방지 제도는 현재 대기질이 대기환경

기준 보다 낮은 상태에 대한 프로그램이므로 신규 혹

은 변경에 의한 배출량 증가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방지 기술 측면에서 신규 배출원 제한과 같이 

LAER 수준의 제어 효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현존

하는 기술 중 경제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방지 

기술인 BACT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허용 배출량이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현 수준의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기질 악화 방지를 위한 

최대 허용 배출량” (PSD Increment)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실제 적용 시 기상 및 대기환경 조건

에 따라 변동되는 농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은 현실성

이 떨어져, 원래 목표인 농도 변화가 아닌 배출량 변

화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Stensvaag, 2006). 이것을 포함하여 현재 

미국의 대기질 악화 방지 제도는 매우 복잡하며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기관리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미 환경청에서 완결된 지침을 준

비한 반면, 대기질 악화 방지의 경우 1990년에 지침 

초안이 나온 이후로 최종판이 아직 발간되지 못하고 

있으며, 1990년 지침 초안의 별명이 “Puzzle Book”일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Lilley and Day, 2007). 때문에 

2002년 “NSR Reform” (US EPA, 2007b)으로, 최근에

는 대통령 령에 의한 “Permit Streamlining”의 일환으

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US EPA, 2017d).

이 외 최근에 추가된 사항으로 PM2.5 배출 허가권

과 관련된 기술 분석은 기존에는 1차 오염물질만을 

대상으로 가우시안 플룸 모델인 AERMOD를 이용하

던 것에 반하여 앞으로는 광화학 모델을 이용하여 전

구물질에 의한 2차 대기오염물질의 영향 평가가 포

함된다 (US EPA, 2016i). 다만, 광화학 모델은 1차 오

염물질 농도 평가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건설 전 허가 (Preconstruction permit)에 따라 신규 

혹은 변경이 종료되면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허

가 (Operating permit)를 얻어야 한다. 대형 점오염원

의 경우 청정 대기법 5장, 즉 Title V에 해당되어 때때

로 Title V 허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 Title V 허가

는 준법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US EPA, 2015e). Title V 허가 제도가 지자체에게 중

요한 이유는 청정대기법에서 공식적으로 대기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Title V 

허가 승인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 지자체는 대기관리를 위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

기에서 충당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통합환경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 중에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1차 오염물질에 제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현재 많

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PM2.5 전구물질의 배출과 

대기 중 2차 생성에 대한 영향평가 방법과 준비가 필

요하다. 통합환경관리 제도에서 2차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는 광화학 모델을 이용한 평가가 가능하나, 

자세한 활용 지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또

한, 현재 국내의 전반적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이 대

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저감노력

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배출량 허가제도

와 대기질 관리제도의 연계 필요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의 국토 면적, 기상조건, 배출량

과 인구 밀집도를 고려하면 국지 규모의 노출평가가 

중요하며, 이 경우 미 환경청의 NATA (National Air 

Toxics Assessement; https://www.epa.gov/national-

air-toxics-assessment)와 같이 1차 및 2차 대기오염물

질의 노출평가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미 환경청의 

2011년 NATA 보고서에는 이용되는 자료와 방법론

에 제한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중금속류와 diesel PM 

등 초미세먼지 구성성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벤

젠 등은 다른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의 대리인자로 활

용되기도 하였다. 

 

2. 6. 2    배출량 제어 기술 및 준법감시 

(Compliance)
한편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대기오염 방지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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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사례별로 (case-by-case) 검토하게 되는

데,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대기질 악화 방지 혹

은 신규 배출원 제한 제도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판정

하는 것이 배출허가권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미 환경청은 이를 위하여 Clean Air Technol-

ogy Center를 통해 RBLC (RACT/BACT/LAER Clear-

inghouse) 및 대기오염 방지 비용 편람 (Air Pollution 

Control Cost Manual)을 제공하고 있다 (US EPA, 

2016j, 2016k). 각 주에서는 배출 허가권 심사 시 이러

한 정보 검색을 통해 허가권 신청 업체가 충분한 오

염물질 제어를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배출 허가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은 적절한 준법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 환경청은 2016년 

10월 4일 준법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측정 전략을 담

은 Clean Air Act Stationary Source Compliance Mon-

itoring Strategy를 공표했다 (US EPA, 2016l). 이 전략

의 5대 목표는 준법감시 측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미 환경청과 주 정부의 긴밀한 의사소통 

개선, 측정가능한 대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프로

그램 개발, 준법여부 판단을 위한 각종 도구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발, 그리고 준법여부 평가의 

일관된 수준 확보이다. 이러한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기 언급된 연돌에서의 응축성 PM2.5 측정 기법인 

Method 202의 예에서 보았듯이, 보고 의무 등의 규정

과 더불어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침이 

주어지지 않으면 대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

은 비효율적이고, 최악의 경우 대기관리를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기술과 환경은 지

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전략이나 프로그램 또한 계속

해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다른 

전략과 마찬가지로 Clean Air Act Stationary Source 

Compliance Monitoring Strategy의 경우도 향후 개정

에 대비하여 전 과정이 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PM2.5 관리에 있어 준법감시의 중

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배출 등을 

정량적으로 감독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마련과 함께 

지방 정부에서는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기존에는 여과성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하던 것에

서 탈피하여 현재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Lee et al., 

2017; Gong et al., 2016).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표

준화된 측정기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2. 7  국제협력

대기오염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너머 이웃한 국가

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미 지역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PM2.5 관리

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인용한 NARSTO 활동이다. NARSTO 활동

은 현재 PM2.5 관리체계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에 전반적인 미국의 대기관리에 많은 영향을 끼쳤

다. 한편 설계치와 관련된 예외적 사례의 경우 미국

은 캐나다와 멕시코 접경지역에 대한 산불,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사하라 먼지와 같은 대규

모 자연활동에 의한 PM2.5 문제에 대응, 공해상과 국

경 연안해 선박에 의한 배출량 저감노력 (US EPA, 

2014c), 광역규모의 대기질 모사를 위해 캐나다 및 멕

시코와의 배출량 자료 공유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US EPA, 2015f, 2013). 또한, 분석 도구의 일관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미국-유럽간 공동 연구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US EPA, 2017e; Nopmongcol et al., 

2012; Vautard et al., 2012; Rao et al., 2011). 마지막으

로 허가권 및 시행계획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오염제어 

기술정보도 RBLC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와 공유하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 공유 및 공개활동은 궁

극적으로 인접 국가간 PM2.5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미 환경청은 중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와 대기관련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중국, 북한, 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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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관측자료 등 국내 PM2.5 관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8  분석도구의 개선

미국의 PM2.5 관리와 관련된 분석도구로써 수치모

델들은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는데, 바로 “Appendix 

W”로 불리우는 정책지원용 대기질 수치모사 모델과 

관련된 법령 때문이다  (US EPA, 2017f ) . 특별히 

Appendix W에서는 배출허가권 심사와 시행계획에

서의 대기환경기준 달성 증명용 모사에 관련된 내용

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배출허가권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대상 배출원으로부터 반경 25 km 내의 단거리 

영향 모사에는 AERMOD를, 그 이상의 장거리 영향 

분석에는 CALPUFF를 이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시행

계획의 달성 증명을 위해서는 크게 CMAQ (Commu-

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 (Byun and Schere, 

2006) 및 CAMx (Comprehensive Air quality Model 

with eXtension) (Ramboll-Environ, 2016) 혹은 이와 

유사한 3차원 광화학 모델을 사용하였다. 배출허가권 

심사와 관련해서 2017년 개정된 법령의 두드러진 변

화는 바로 장거리 이동 영향 평가에 사용되던 CALP 

UFF를 공식 목록에서 제외하고 3차원 광화학 모델

로 대체한 것이다. 다른 변화는 기존 AERMOD 모사

용 기상장 준비는 반드시 측정자료를 AERMET으로 

처리하여 사용하던 것에 반해, MMIF (Mesoscale 

Model Interface Program)를 개발, 제공하여 시행계

획 등에 이용되는 3차원 광화학 모델의 기상 입력자

료 생성 모델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

casting)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한편 앞

서 언급한 시행계획의 전구물질 증명에서는 2차 

PM2.5에 대해 CMAQ 혹은 CAMx를 사용하도록 권고

하며, 배출허가권 관련한 2차 PM2.5에 대해서는 반드

시 CMAQ 또는 CAMx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 두 모

델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US EPA, 2017g). 

대기질 모델 자체는 이러한 2차 생성 PM2.5의 정책

적, 과학적 중요도 증가에 따라 PM2.5에 대한 대대적

인 개선을 담게 되는데, 최근 PM2.5의 산도 (Acidity) 

및 이온 평형 (Ion balance)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광

물질 (Mineral)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사하는 모듈을 

추가하고 기존 모사에서 큰 취약점으로 지적 받아온 

SOA (Secondary Organic Aerosol)에 대해서도 VBS 

(Volatility Basis Set) 도입 (Koo et al., 2014)과 기존 모

듈에 비해 보다 상세한 2차 유기 입자의 전구물질 모

사 등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다. CMAQ v5.0 공

개 버전 이후 추가된 광물질들 (특히 K +와 Ca2 +)은 

이온 평형과 열역학평형 계산, 황산염 생성 (예: Fe2 +

와 Mg2 +) 및 isoprene epoxydiol (IEPOX)을 포함한 

SOA 형성에 관여하며 (Appel et al., 2013), IEPOX는 

황산염과 PM2.5의 산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pel et al., 2017). 최근 동북아 지역에 대한 

PM2.5 대기질 모사에서 광물질 농도에 따라 모사 정

합도가 개선됨을 보고되었다 (Itahashi et al., 2018). 한

편 해안 등지에서의 해염 입자 및 할로겐 화학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체상 및 PM2.5 관련 모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오존 생성과 같은 기체 반응에

서 중요한 라디칼 (Radical) 반응이 PM2.5 관련 화학반

응에서의 중요도를 인지하여 기체상 반응 메커니즘 

역시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여도와 민감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의 개선과 결과해석 방법론

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PM2.5 기

여도 및 민감도의 경우 사용되는 도구와 결과 해석 

방법에 따라 최종적인 정책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시행계획의 한 요소로서 

수행할 수 있는 전구물질 증명을 위한 지침 (US EPA, 

2016c)에서는 SO2-sulfate와 같이 전구물질과 평가 대

상이 되는 PM2.5 성분 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와 관련된 지침 역시 향후 개정에 따라서는 현재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른 예로, 민감도와 기여도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BFM (Brute Force Method)의 경우 개별 전구물질 혹

은 배출원에 대한 결과와 전체적인 배출량에 대한 결

과를 비교하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la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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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et al., 2017). 이는 특히 암모니아 농도가 중요한 황

산염, 질산염의 농도가 높은 여름철 혹은 겨울철에 

두드러진다. 또한 BFM과 대비하여 CAMx에서 제공

하는 PM2.5 기여도 분석 도구인 Particulate Source 

Apportionment Technique의 경우 암모니아에 대한 

민감도와 기여도 분석 시, 암모니아 농도 변화에 따

른 직간접 (Direct/Indirect) 효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 정책에 따라 그 적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고도화된 모사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학계의 꾸준한 연구뿐 아니라 실무에서 이를 적용 시

에는 신중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PM2.5 농도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여도 

분석,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배출원-수용

지 관계 분석, 배출량 삭감에 따른 농도 변화 등에 진

단 도구 및 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 언급된 바

와 같이 적용 방법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학계에서

는 방법론에 대한 많은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MICS-Asia (Gao et 

al., 2018), 일본이 J-STREAM (Chatani et al., 2018)와 

같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국가 차원의 대기질 모사 

체계를 마련해 가는 것도 한 방편으로 판단된다.

 

  3. 요약 및 제언

본 원고는 미국의 PM2.5 관리 제도를 다각도로 분

석하여 향후 국내 PM2.5 관리 방안 재고 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PM2.5 관

리의 기본 목표는 위해성과 관련된 대기 중 PM2.5 농

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

으로 한 정량적 관리이다. 둘째, 대기관리 체계는 효

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예: 대기환경기준농도 설정 시 오로지 위해성

만을 고려), 주기적인 재검토 과정를 통해 새로운 정

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셋

째, 측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효과적인 저감대책 수립

을 위한 통찰력있는 측정을 목표로 집중 측정소의 확

대 전략과 함께, 마이크로 센서와 같은 신기술들이 

대기관리 목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측정 체계를 수정 

중에 있으며, 원소탄소 측정방법의 재검토와 같이 꾸

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넷째, 대

기관리 계획 및 실천에 있어 핵심이 되는 배출량의 

경우 지속적인 산정지침 제공과 정보 갱신을 지원하

며, 정보공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보다 효

율적인 관리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섯째, 배출허가권 

제도와 관련하여 대기환경기준 달성 여부에 따른 탄

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어 기술에 대한 꾸준

한 자료 확보와 제공을 통해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준법감시에 대해서도 앞선 대기질 측정 체계와 

마찬가지로 진보된 기술을 반영하면서 유연성있는 

원칙을 도모한다. 여섯째, 미국은 인접 국가와 접경 

지역에서의 PM2.5 관리가 자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

지 않음을 인식하고, 배출량, 제거 기술, 분석 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자료의 공유 및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찾고자 국제 협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PM2.5 관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갖는 수치모델은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지속적으로 이용 방

법론에 대한 논의와 최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지난 20년의 역사를 거치며 혼란을 

겪었거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였던 사항에 대해, 

국내에서 똑같은 실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축성 PM2.5 측정법과 같

이 실무에서 필요한 방법이나 기술의 부재와 행정의

무 중복 등은 미리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배

출허가권 제도의 경우 태생적으로 미국에서 PM2.5에 

대한 과학적 기반 확립 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필

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거듭하며 지금에 이르렀

다. 특히 달성지역의 허가권 프로그램인 대기질 악화 

방지 제도는 현재에도 그 복잡함과 모호함으로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배출허가권 제도가 초기

에는 농도 규제를 목표하였으나, 이후 배출량 위주로 

선회되면서 2차 PM2.5 관련 평가기법이 최근에 추가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부분적인 수정

으로 인한 난해성과 어려운 실행과정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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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의 유지 여부가 큰 문제로 남아있다 (US 

EPA, 2015g). 셋째, 배출허가권 관련 수치모사에서 2

차 생성관련 내용을 보다 일찍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PM2.5 관리와 일련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부터 향후 국내 PM2.5 관리에 대해 중요한 시

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기 중 PM2.5 농도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량적 관리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2. 중앙 정부에서는 주요 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지

방 정부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는 PM2.5 

관리를 위한 지침 및 방법, 기술, 도구를 선제적 안목

으로 개발, 개선하고, 시의 적절하게 지방 정부에 제

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3. 새로운 정책 및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제적 

관리자인 지방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4. PM2.5 관리에서 측정 및 수치모사와 같은 기술적

인 부분에서 통찰력있고 과학적인 이해를 얻기위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5. PM2.5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이 준수됨과 동시에 

신기술 및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실무 정책에 반영하

기 위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부분적인 일부 수정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관리 제도의 경우 조기 개혁을 통한 새로운 제도 모

색이 현실적일 수 있다. 

비록 미국의 PM2.5 관리제도는 현재에도 여러 문제

점을 안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난 약 20

년간 미국에서의 대기질 개선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술자료에서 분석한 미국 

관리제도의 장단점이 향후 국내 PM2.5 관리 방안 개

선에 있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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