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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19)은 연도별 우리나라와 중국 주요 

대책을 비교하며, 총량 규제는 1995년 중국이 먼저 도

입하였으나 광역 차원의 대기오염대책은 수도권 특별

법의 일환으로 2003년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하였고, 

배출량 목표 할당은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11년 

중국이 먼저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를 진

행 중이라고 지적하였다. 2013년 이후는 비슷한 시기

에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인데 중국은 대기오염방지 행

동계획 (2013),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3),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이다. 중국의 대

책이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만큼 Moon et al. (2018)은 

PM2.5와 정책 동향을, Kim et al. (2015)은 PM2.5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Chang et al. (2009)은 황사의 자각 

  1. 서     론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2019년 종합관리

계획, 2019년 12월 고농도 시기 (2019. 12.~2020. 3.) 

대응 특별대책,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9년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2024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제시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대기 10조), 2018년 

람천보위전 (濫天保衛戰) 3년 행동계획, 2017년 징진

지 및 주변 지역 2017년 대기오염 관리 업무 방안 (징

진지 대기오염 수송 통로도시 (2 + 26 도시)) 대기오염 

관리 업무 방안, 2 + 26 도시행동 계획에 이어 2017년 

1도시 1정책 대기오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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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조사하였다. Kim (2018)은 춘절 기간 중국 불

꽃 놀이의 영향을, Choi et al. (2018)은 대기질 예보 시

스템의 입력 배출목록에 따른 PM2.5 모의 성능을 평

가하였고, Kim et al. (2018b)은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던 중국 산둥반도 배출량 변화와 한국 대기질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번 연구는 Shim et al. (2019)과 Choi et al. (2019)을 

바탕으로 하였다. 중요한 대책과 동향을 언급할 수 있으

나 우리나라와 중국 대응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 Shim et 

al. (2019)과 Choi et al. (2019)을 참조할 수 있고, 학회지

에서는 Moon et al. (2018), Kim et al. (2015)을 참조할 수 

있다. 구체적 사항보다 중국과 우리나라 대응을 비교하

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부분을 살핀다.

  2.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

중국은 2016년 1월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 μg/m3 

의 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 (Moon et al., 2018). 우리나

라는 2011년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 μg/m3을 설정

한 후 2015년부터 적용하였고, 2018년 3월 27일 연평

균과 24시간 평균을 각각 15와 35 μg/m3로 강화하였

다 (ME, 2019).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 환

경기준을 강화하였으나 air Korea의 PM2.5/PM10 비가 

대략 0.5인 상황에서 (Ghim et al., 2017) PM2.5 기준만

을 강화함에 따라 PM10은 보통 혹은 좋음이나 PM2.5

는 나쁨인 사례가 많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왜곡되어 있다.

Yeo et al. (2019), Park et al. (2020), Kim et al. (2016b, 

2015a, b)의 현상학적, 사회과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에 특별히 

민감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2019년 종합계획은, 

2016년 3월 범부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PM10과 

PM2.5 고농도가 계속되자 (그림 1) 2019년 11월의 고

농도 시기 (2019. 12.~2020. 3.) 대응 특별대책에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

과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2019년 11월 종합계획이 포괄적이나 특별하지는 

않다. 가깝게는 2017년 5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

리 기본계획 (2005~2014)을 변경하였고, 2006년에 이

어 2015년부터는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2016~2027)을 추진 중이었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6~2020)을 수립 

중이었다 (ME, 2015). 또한 2020년부터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확대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20~2024)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상위

법인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수도권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2020년 

Fig. 1. Variations in monthly and 24-h PM concentrations in Seoul (Bulgwang). Horizontal dashed and solid lines denote 24-h 
standards for PM10

 (100 μg/m3) and PM2.5
 (35 μg/m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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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2019년 12월에 이어, 제2

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3. 중국의 미세먼지 대응

중국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대기 10조)을 시행하였다 (Moon et al., 2018). 

이의 연장 선상에서 2018년 7월, 2020년까지 추진할 

람천보위전 (濫天保衛戰, 푸른 하늘 승리를 위한) 3년 

행동계획 (11조)을 발표하였다 (Kang and Cho, 2018). 

2018년 11월에는 생태환경부와 농업농촌부가 공동으

로 농업농촌오염관리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토양

오염방치법 (土壤汚染防治法, 토양오염방지 행동계

획, 土十條, 12조) 등이 포함되었다 (Kang and Cho, 

2018). 대기오염이 토양오염으로 바뀌었는데, 대상이 

바뀌었다기보다 환경보호의 틀을 갖추는 과정으로 보

는 것이 합당하며, 2018년 토양오염방지 행동계획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2015년 물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함께, 환경보호의 3대 행동계획으로 불린

다 (Kang and Cho, 2018).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람천보위전 (濫天保衛

Fig. 2. Comparison of priority management areas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and three-year-blue-
sky action plan (Choi et al., 2019).

 (a) Priority management area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b) Priority management area for three-year-blue-sky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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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 푸른 하늘 승리를 위한) 3년 행동계획 (11조)이 시

행되었다.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징진지 (Beijing-

Tianjin-Hebei, BTH), 장강삼각주 (Yangtz River Delta, 

YRD), 주강삼각주 (Pearl River Delta, PRD) 등 오염 

우심 (重汚染) 지역의 PM2.5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비

하여 람천보위전 3년 행동계획은 징진지 지역 외부에 

위치한 산둥성, 허난성과 산시성, 샨시성 등 펀웨이 평

원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2급 행정구역 단위인) 지급 

이상 도시의 대기질 좋음 일수를 2015년에 비해 80%

까지 올리고, 나쁨 일수를 25% 이상 줄일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2). 반면, 주강삼각주 지역은 대기질 개

선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람천보위전 3년 행동계획에

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연평균 농도 외 가을과 겨울철

을 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농도 목표를 조정하고, 

PM2.5 외 오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NOx와 

VOC에 대한 배출 통제를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중

점업종 VOC 관리 방안을 공표하였다.

2017년 3월 양회폐막식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

는 중국 북방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안으로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28개 징진지 대기오염 수송 통로

도시를 대상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년 대기오

염 관리 업무방안인 2 + 26 도시행동계획을 발표하였

다 (그림 3). 기상 조건과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수송 통로 도시를 선정하였는데, 대부분

의 수송 통로 도시는 철도망에 따라 선형 분포되어 있

으며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중공업이 

집중하였다. 대기오염 수송 통로 도시는 (1) 동일한 공

기흐름인지, (2) 대기질이 나쁠 때마다 오염수준이 비

슷했는지, (3) 동급의 3차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지 여부 들을 고려하였다. 2017년 12월 한·중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설립된 한중 협력센터와 청천 (晴天) 프

로젝트도 2 + 26 도시 대기행정계획의 일환인데 

(Moon et al., 2018), 2020년까지로 구분된 1단계에서

는 중국 4개 도시 (베이징, 바오딩, 다롄, 창다오)를 대

상으로 지상·항공관측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거

동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대기질 모

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4. 중국의 미세먼지 대응 성과

2 + 26 도시행정계획의 2018~2019 목표는 전문가

들의 거듭된 논증을 거쳐 현재 중국 산업 및 에너지구

조, 대기질 개선 상황을 감안해 설정되었으며 목표 달

성 부담이 크고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대기오염 관리를 통해 큰 효과가 있었기 때

문에 PM2.5 등 오염물질 농도 저감폭이 이전만 못한 

것도 부담이다. 2017~2018년 가을·겨울철 PM2.5 저

감율 25%에서 기상 기여가 1/3 (약 8.5%)을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8~2019년 정상기상 조건

하에서 대기질을 동기 대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우

선 작년 8.5%에 달하는 기상기여 (天帮忙, 하늘이 도

운 상황)를 사람의 기여 (人努力)로 상쇄해야 하고, 여

기에 올해 가을·겨울철 대기질 개선 목표인 3%를 더

하면 실질적인 올해 대기질 개선 목표는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림 4(a)~(c)는 최근 7, 8년 중국 BTH 지역과 북경

의 주요 오염물질 혹은 PM2.5 조성 변화이다. 북경은 

물론 주변 도시의 연평균 농도 감소가 뚜렷하며 (그림 

4(a)), PM2.5 주요 성분도 감소하였는데, SNA (sulfate, 

nitrate, ammonia)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4(b)). 주

Fig. 3. 2 Geographical locations of the 28 cities within the 
2 + 26 regional integration framework (Che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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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도시의 AQI도 개선되었지만 (그림 4(c)) 상대적으

로 북경의 농도는 높고, 그림 4(d)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응

2 + 26 도시행정계획은 최근 국제 학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Chen et al., 2019; Li et al., 2019, 2017; 

Chang et al., 2018; Dong et al., 2018).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LA, NY, Houston 등 미국 외에도 

Tokyo-Yokohama, Osaka-Kobe, Seoul-Incheon, Bei-

jing, Shanghai, Guangzhou, Dehli, Mumbai, Jakarta 등 

다양한 지역에서 메가시티 (megacity) 혹은 도시 응집 

(urban agglomeration)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Li et al., 

2018; Fang and Yu, 2017; Molina and Molina, 2004) 이

의 효과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지상, 항공 

관측과 함께 모델링이 병행되는 등 연구에 적합한 조

Fig. 4(a). Variations in annual averages of major pollutants in 2 + 26 cities and Beijing during the period 20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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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 + 26 도시행정계획이 관심이 있

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인천-경기도의 수도권 대기권

역이 최근 충남, 북까지 이어지며 더욱 광역화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이동 영향이 중첩되어 있고, 산

업단지와 화력 발전소, 농축산 배출 등 배출의 형태와 

지형 조건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배출량 자료와 함께, 

백령도, 서울, 대전, 광주, 제주도, 울산에 이어 안산, 

서산, 춘천, 익산 등에 대기환경연구소가 설립되어 

KORUS-AQ의 기반이 되는 등 기초가 마련되었다. 우

리나라에서도 Kim (2017), Seo et al. (2018), Lee (2018), 

Lee (2019), Han et al. (2017), Jang and Yeo (2015), Kim 

et al. (2011) 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포괄적이지도, 엄밀하지도 않

다. 정부 연구소나 기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보고서

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책 당국의 관심

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유사한 형태

의 대책이 반복될 뿐 후속 대책과 선행 대책이 구조적

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평면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모델을 이용하여 도시 혹은 

배출원의 기여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Bae et al., 2020; 

Son et al., 2020a, b; Kim et al., 2019, 2018a; Kim et al., 

2017a, b), 일부 측정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시도되고 

있으나 활발하지 않다 (You et al., 2020; Kim et al., 

2019). 작년과 올해 사이 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을 

위한 현장연구”와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

응기술 개발사업”이 차례로 시작되었으나 측정과 모

델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는 지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농·축산 암모니아의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중국의 영향도 포괄

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도 아쉽다.

중국은 2 + 26 도시행정 계획에 이어 2017년 9월 28

개 추적조사 연구팀을 구성하여 10월 10일까지 연구

소별로 ‘1도시, 1정책 (一城, 一策)’ 대기오염관리 종합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팀 주관 아래 도시별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으로는 smart city를 구현

함으로써 저탄소 사회와 생태도시를 지향한다 (표 1, 

그림 5; Wan et al., 2015; Redmon et al., 2014).

Fig. 4(c). Variations in AQI (air quality index) in major cities in 2018 (https://datacenter.mee.gov.cn/websjzx/queryIndex.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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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d). Top and bottom 20 cities of air quality among 168 
cities as of January and February in 2020 (https://datacenter.
mee.gov.cn/websjzx/queryIndex.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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