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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amount of air pollutants emitted from heavy industry facilities in North Korea. To 
compare the emission in 2017 from the heavy industry sector in North Korea with South Korea, the heavy industry 
sector was classified with the South Korean classification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and air pollutant emissions 
by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in North Korea were estimated. The CO, NOx and SOx emissions of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in North Korea are 22%, 73%, and 31% of the emission in South Korea, respectively. The air 
pollutant emissions in the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in North Korea for CO, NOx and SOx were 0.6%, 124%, 
and 24% of the total air pollutant emission in North Korea estimated from EDGAR, respectively. As for the 
distribution of emissions by administrative district of the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in North Korea, NOx was 
concentrated in the western part of North Korea, and CO and SOx emissions were concentrated in Hamgyong-bu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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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 북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

면서 우리나라 외부에서의 영향에 대한 정량화가 

중요해진 상황인데, 북한의 대기오염물질도 우리나

라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북한의 대기오염이 우리

나라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른 국가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Bae et 
al., 2018; Kim et al., 2013). 

북한의 2016년 총 에너지 공급량(Total Primary 
Energy Supply)은 8.8 Mtoe로 같은 해 우리나라 

282.4 Mtoe의 약 3%에 불과하다(IEA, 2018). 북한

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결과를 비교

해 보면, 북한의 총 에너지 공급량은 우리나라의 

약 8%이지만, 같은 해 일산화탄소와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우리나라보다 약 2.7배 많아(Yeo and 
Kim, 2019),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Yeo and 
Kim, 2018). 북한의 지난 20여 년간 PM2.5 농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예상되지만(Yeo 
and Kim, 2019), 북한의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률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약 238명(WHO, 2017)으로 

172개국 중 1위에 해당하였고, 2016년에는 약 207
명으로 183개국 중 15위로 우리나라보다 약 10배 

높은 상황이다(WHO, 2019). 
최근 북한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대기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Bae et al., 2018; Kim et al., 2013)
를 비롯하여 위성 자료(Richter et al., 2005; Shaddick et 
al., 2018) 및 북한 현지에서 측정된 시정자료(Yeo 
et al., 2019)를 활용하여 북한 대기질을 간접적으로 

이해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북한 대기질에 대

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대기질에 

주요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내 배

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북한 내 배출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영향을 

주고받는 곳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북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 자료의 제한

에 의해 북한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대기오염물

질 배출을 추정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중공업 부문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

를 활용하여 북한 중공업 부문에서의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면

서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로 삼고 적극 시행하였다(MOU, 2021). 
1990년대 초 원유 도입량이 감소로 인한 자재난과 

외화난 등으로 인하여 북한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

되었고, 이에 중화학 우선의 발전 노선을 수정하고 

농업, 경공업, 무역 발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2016년 개최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에서 두번째 목표를 석탄·금속·철도 운수 부문의 

획기적인 발전, 세번째 목표를 기계·화학·건설·건재

공업 부분의 발전으로 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중공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중공업 부문에서의 질소산

화물(Nitrogen Oxides, NOx), 황산화물(Sulfur Oxides, 
SOx),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NOx와 SOx는 미세먼지의 중요한 전구

물질이다. Kim and Kim (2019)에 따르면, 북한의 

연료 연소에 의한 NOx와 SOx는 산업부문에서 가

장 많이 배출된다. 특히 NOx의 경우, 다른 선진국

은 운송부문에서 배출 비중이 큰 반면, 북한 NOx

는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며 전체 배출량

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Kim et al., 2014). 또한 

북한은 우리나라(이후 ‘남한’으로 표기)보다 많은 

양(약 6.3배)의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를 

배출하므로(Kim and Kim, 2019), CO의 배출량도 

함께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1) 북한의 중공업 현황을 정리하고, 

2) 남한의 공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인 

CAPSS (NIER, 2020) 자료를 활용하여 남한의 중공

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3) 양

국의 중공업부문의 생산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북

한 중공업 부문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

정하고 지역별 배출 분포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4) Regional Emission inventory in Asia version 3 
(REAS v3) (Kurokawa and Ohara, 2020)과 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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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DGAR v5.0) (EDGAR, 2020)에서 제공하는 

북한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량과 본 연구에서 추

정한 중공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해 

보았다.

2. 방법

2.1 북한의 중공업 현황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남북한의 중공업 부문별 

생산능력과 생산량(KOSIS, 2020; KDB, 2020)을 비

교하였다. 생산능력이란 사업체를 주어진 조건(설
비, 노동, 생산효율 등)에서 정상으로 가동하였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실적을 의미한다

(KOSIS, 2021). 생산량은 사업장내에서 원료를 투

입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량을 의미한다(KOSIS, 
2021). 예를 들어, 북한의 자동차 공업에서 생산능

력은 연간 64천 대, 생산량은 연간 3천 대일 경우, 
생산능력은 생산량의 약 21배로 미래에 자동차 공

장을 최대로 가동한다면 공장 가동을 위한 연료 사

용량이 현재보다 21배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21배 증가할 수 있다.
남한의 CAPSS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2017

년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2017년의 자료가 없

는 경우에는 2017년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최신 

자료를 사용했다. 북한의 산업 분류는 한국산업은

행(Korea Development Bank, KDB) (2020)에 제시된 

산업 분류를 참고하였다. 남한의 중공업 분류 체계

의 경우 한국표준산업체계(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KSIC) (2017)를 참고하였다. 북한과 남

한의 중공업 분류 체계가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자료의 제한성을 고려해 KDB (2020)에 제시된 

북한의 중공업 분류를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북한의 

중공업 분류 체계는 표 S1에 나타냈다.
양국 중공업의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도

출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중공업을 세부 분류 기준

으로 매칭하였다. 우선 1단계로 북한의 생산량 및 

생산능력 자료가 존재하여 남한과 비교가 가능한 

북한의 중공업 부문을 분류하였다. 2단계로 남한의 

중공업을 북한 중공업 체계로 분류한 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공업 대분류 세가지를 

선정하였다. 3단계로 남북한의 중공업 규모를 비교 

가능한 부문을 모아 ‘매칭중공업(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으로 선정하였다. 

2.2 북한의 매칭중공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매칭중공업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남북한 활동도 비를 활용

하여 북한의 매칭중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했다. CAPSS에서의 남한 연소연료 부문 대기

오염물질 산정법은 식 (1)과 같다(NIER, 2016).

  ×× ······················ (1)

여기서 E (Emission)는 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량을 뜻하며, Fuel은 연료의 사용량, EF (Emission 
Factor)는 연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계수, CF 
(Control Factor)는 시설에 적용되는 방지시설의 방

지효율을 의미한다. 배출계수는 배출사업장의 업

종, 규모, 시설의 형태, 연료 종류 및 사용량, 생산

제품 등에 따른 시설별 배출특성을 계수로 규정한 

것이다(Kim et al., 2021). 하지만 북한에서 배출계

수의 값과 연료의 양, 방지효율의 값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존 산정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식 (2)와 같이 남한

의 배출량 값을 활용하여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을 추정하였다. 

  ×


×

 ······················· (2)

여기서 E (Emission)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NK 
(North Korea)는 북한, SK (South Korea)는 남한, A 
(Activity)는 활동도, CF (Control Factor)는 방지효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사용/생산되는 연료/제

품의 양을 나타내는 활동도(Activity, A)의 비와 남

북한의 방지효율의 비를 여러 경우로 고려하여 북

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적용한 Activity를 세분화하면 생산능력

(Product Capacity)과 생산량(Product Output)으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a) 두 나라의 생산량 자료가 모

두 있는 경우, 남한의 생산량에 대한 북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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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비를 정리하였다. (b) 북한 생산량에 대한 자

료가 없는 경우, 남한의 생산량에 대한 북한의 생

산 능력의 비를 정리하였다. (c) 두 나라 모두 생

산 능력 자료만 활용 가능한 경우, 남한의 생산능

력에 대한 북한 생산능력의 비를 정리하였다.
활동도의 비를 나타낼 때, 생산능력을 활용한 경

우, 생산능력에 가동률(Capacity Utilization Rate, 
CUR)을 가정 및 적용하여 예상 생산량을 나타냈

다.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KOSIS, 2021). 북한의 경우 자료가 미비

하여, 남한의 자료를 활용하되 민감도 분석을 수행

하여 결과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표 1을 보면, 화

학비료, 시멘트 등 일부 부문에서 남한의 생산량과 

생산능력 자료가 모두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생산량의 합과 생산능력의 합을 활용하여 계산한 

평균 가동률 90%를 남한의 매칭중공업 부문의 가

동률로 활용하였다. 북한 가동률은 남한 가동률과 

동일한 90%를 최대값, 10%를 최소값으로 가정하

고 가동률 범위를 10% 간격으로 나누어 CUR 0%, 
CUR 10%와 같이 나타냈다. 방지효율(CF)은 남한

의 경우 90%를 적용하였다. 북한의 방지효율은 남

한과 동일한 90%를 최대값으로 가정하였고 CUR
과 마찬가지로 범위를 10% 간격으로 나누어 CF 
0%, CF 10%, CF 90%와 같이 나타냈다. 하지만 북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은 미설치 또는 미

가동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므로(Chu, 2018), CF가 

0%인 경우를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한 값으로 간주

하였다.

2.3 REAS와 EDGAR의 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북한 중공업에 의한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이 북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에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

여 REAS v3과 EDGAR v5.0 자료를 활용하였다. 
REAS v3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시아의 대

기 및 기후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추세를 보여준

다. 주요 배출원은 발전소, 산업, 운송 및 국내범위

의 연료 연소이며, 비연소 발생원에는 산업공정, 
증발 및 농업이 포함된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 하위 범주에 대한 관련 자료의 추세를 사

용하여 외삽되었다(Kurokawa and Ohara, 2020). 
EDGAR v5.0은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위적인 

배출원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 가

스에 대한 프로파일을 나타낸다(Crippa et al., 202
0).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나타

내었다. REAS v3과 EDGAR v5.0 결과를 북한 자

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NCCE, 2012)와 

비교하여 북한 자체 자료 결과와 오차가 작은 자

료를 선택하고, 해당 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정한 

매칭중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여 비중

으로 추정하였다.

3. 결과

3.1 북한의 중공업 현황

북한의 중공업 현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철강공업 생산량은 제선∙제강∙압연 

기준 1,090 kt yr-1으로 남한 생산량 71,030 kt yr-1의 

1.5%이다. 북한의 화학공업 중 석유공업의 석유정

제능력은 70 thousand BPSD (Barrel per Stream 
Day)로 남한의 석유정제능력 3,060 thousand BPSD
의 2.3%에 해당한다. 북한의 건재공업 중 시멘트

의 생산능력은 9,090 kt yr-1으로 남한 생산능력 

61,470 kt yr-1의 15%이고, 생산량은 6,840 kt yr-1으

로 남한 생산량 57,400 kt yr-1의 12%이다. 북한의 

자동차공업의 생산능력은 63천 대로 남한 생산능

력 4,590천 대의 1.4%이고, 생산량은 3천 대로 남

한 생산량 4,110천 대의 0.1%이다.
전체적으로 기초소재분야인 철강, 석유정제와 조

립산업인 조선, 자동차 산업은 북한이 남한의 3% 
이내의 낮은 생산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남한이 수

입에 주로 의존하는 화학비료, 무기화학(질산, 황

산), 내화물의 북한 생산능력은 남한 생산능력의 

최소 45% 이상으로 다른 중공업 부문에 비해 높

은 값을 가진다(KDB, 2020).

3.2 남북한의 매칭중공업 선정 결과

매칭중공업 선정을 위한 1단계, 북한의 생산량 

및 생산능력 자료가 존재하여 남한과 비교가능한 

북한의 중공업 부문선정 결과는 철강공업 및 비철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전기전자공업, 조선

공업, 자동차공업이 해당한다(표 1). 철강공업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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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roduction capacity and output by heavy industry sector in North and South Korea 
(source: KDB, 2020; KOSIS, 2020).

Sector Unit
Production Capacity (PC) Production Output (PO)

SK NK Ratio
(%) SK NK Ratio

(%)

Steel &
Nonferrous 

Metal
Processing 
Industry

Steal 
industry kt yr-1 - 13,720 - 71,030 1,090 1.5

-Capacity: iron making, 
steel making, rolling; 
Output: cast steel
-PO data: 2017

Pb (lead) kt yr-1 - 93 - 807 - - -PO data: 2017

Zn (Zinc) kt yr-1 - 305 - 962 - - -PO data: 2017

Machine 
Industry

Machine 
tool thousands yr-1 - 35 - - - -

Precision 
machinery
industry

thousands yr-1 - 32 - - - -

Chemical 
Industry

Inorganic 
chemistry kt yr-1 6,980 3,150 45 - - - -Nitric acid, sulfuric acid

Petrochemical

kt yr-1 61,420 190 0.3 - - - -Petrochemical products

thousand BPSD 3,060 70 2.3 - - -
-Oil refining ability
-BPSD: barrel per stream 
day

thousand barrels 
yr-1 - - - 1,118,170 3,890 0.3 -Crude oil intake

-PO data: 2020

Chemical 
fertilizer kt yr-1 3,930 2,870 73 2,280 610 27 -PO data: 2019

Fine 
chemical

kt yr-1 58 15 26 - - - -Pesticide

thousands yr-1 103,600 1,170 1.1 - - - -Tire

Building 
Materials
Industry

Cement kt yr-1 61,470 9,090 15 57,400 6,840 12 -PO data: 2017

plate glass thousand boxes 
yr-1 35,000 2,780 7.9 - - - -Calculated in terms of 

2mm flat glass

Refractory kt yr-1 1,090 2,500 229 660 300 45 -PO data: 2019 (SK), 2017 
(NK)

Bricks and 
constru-ction 
porcelain

billion sheets 
yr-1 - 1.8 - 2.7 - - -PO data: 2020

Shipbuilding 
Industry

Tonnage

thousand 
GT yr-1 (NK)
thousand 
CGT yr-1 (SK)

- - - 11,700 1,010 8.6

-GT: Gross Tonnage; CGT: 
Compensated Gross 
Tonnage
-PO data: 2018

Ship building

thousand 
GT yr-1 (NK)
thousand 
CGT yr-1 (SK)

- 270 - 7,720 - - -PO data: 2018

Automotive 
Industry - thousand cars 

yr-1 4,590 63 4,110 3 0.1 -PO data: 2017

SK: South Korea, NK: North Korea. PC dat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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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금속공업은 하나로 묶어 분류하였는데, CAPSS 
배출원 소분류 중 ‘1차 금속 제조업’이 철강제조

업, 비철금속제조업, 금속주조업에 속하기 때문에

(KSIC, 2017) 북한 중공업 부문으로 나눌 때 구분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한 결과 도

출을 위해서 1차 금속 제조업의 자료를 제거하기

보다는 철강공업과 비철금속공업을 병합했다. 기계

공업은 남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공업 가

운데 비중이 약 13%으로 낮고(ISTANS, 2021), 중

공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CO 2%, 
NOx 1%, SOx 0%로 낮으며, 자료의 제한과 남북한

의 제작 기계 종류의 차이로 주어진 자료로는 생

산량 및 생산능력의 비교가 어려워 선정에서 제외

하였다. 
2단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공

업 대분류 세가지 선정 결과, 철강공업 및 비철금

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이 선정되었다. 표 2는 

단계별 CO, NOx, SOx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나타

낸 것이다. 표 2의 2단계 결과를 보면 남한의 중공

업 부문에서 CO는 화학공업에서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철강공업 및 비철금속공업, 건재공업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NOx의 경우 건재공업에서의 배출

량이 가장 많고, 철강공업 및 비철금속공업, 화학

공업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SOx의 경우 철강공업 

및 비철금속공업에서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화학

공업, 건재공업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따라서 남

한과 비교 가능한 북한의 생산실적 자료가 존재하

면서 공업별 CO, NOx, SOx 최대 배출량 3순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철강공업 및 비철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매칭중공업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3단계로 남북한의 중공업 규모를 비교 가능한 부

문을 모아 그림 S1에 나타냈고, 이를 ‘매칭중공업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으로 선정하였다. 
매칭중공업이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량과 중공업 

배출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1에 나타냈다.

Table 2. Carbon monoxide (CO),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emissions from heavy 
industry in South Korea. Step 1 selects North Korea's heavy industry sector that is comparable to 
South Korea because North Korea's production and capacity data exist. In step 2, the three major 
categories of heavy industry with the highest air pollutant emissions were selected. In Step 3, we 
selected the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by collecting comparable sectors of heavy industries 
in North and South Korea.

Step 1 Step 2 Step 3

CO (%) NOx (%) SOx (%) CO (%) NOx (%) SOx (%) CO (%) NOx (%) SOx (%)

Steel & Nonferrous 
Metal Processing 

Industry

9.73
(28.1)

77.48 
(42.9)

80.59 
(50.0)

9.73
(29.0)

77.48 
(43.7)

80.59 
(50.2)

8.76
(37.5)

73.52 
(46.2)

78.21
(51.6)

Chemical Industry
21.94
(63.4)

16.46
(9.1)

60.69 
(37.6)

21.94 
(65.5)

16.46
(9.3)

60.69 
(37.8)

12.88 
(55.1)

4.62 (2.9)
59.22
(39.0)

Building Materials
 Industry

1.83
(5.3)

83.29 
(46.1)

19.41 
(12.0)

1.83
(5.5)

83.29 
(47.0)

19.41 
(12.1)

1.73
(7.4)

81.08 
(50.9)

14.23
(9.4)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y

0.45
(1.3)

1.23
(0.7)

0.01
(0.0)

- - - - - -

Shipbuilding Industry
0.23
(0.7)

1.13
(0.6)

0.60
(0.4)

- - - - - -

Automotive Industry
0.40
(1.2)

1.13
(0.6)

0.00
(0.0)

- - - - - -

SUM
34.58
(100)

180.72 
(100)

161.30 
(100)

33.50
(100)

177.23
(100)

160.69
(100)

23.37 
(100)

159.22 
(100)

151.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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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bon monoxide (CO) b) Nitrogen oxides (NOx) c) Sulfur oxides (SOx)

Figure 1. The proportion of the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in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in South Korea (unit: kt yr-1). Unlike Table 2, each ‘Heavy Industry’ sector includes 
machine industry. S&N&C&B means steel industry, nonferrous metal processing industry, 
chemical industry and building materials industry.

(a) CO

(b) NOx

(c) SOx

Figure 2. Estimation of (a) carbon monoxide (CO), (b) nitrogen oxides (NOx) and (c) sulfur oxides (SOx)  
emissions of the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in North Korea by CUR (capacity utilization 
ratio) case when CF(control factor) i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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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칭중공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그림 1을 보면, 남한의 CO 전체 배출 중에서 중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이다. 중공업 가운데 

매칭중공업 배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6.6%로 CAPSS 
전체의 2.9%에 해당한다. 남한의 NOx 전체 배출 중

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이고, 중공업 

가운데 매칭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7.4%로 

CAPSS 전체 배출의 13.4%에 해당한다. SOx 전체 배

출 중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1.1%이고, 중

공업 가운데 매칭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CAPSS 전체 배출의 48.1%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저

감시설은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방지효율을 0%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서 북한의 방지효율이 0%일 때(CF 0%)의 매칭중

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CO의 경우, 최소 배출량은 3.20 kt yr-1

이며 최대 배출량은 8.39 kt yr-1이다. NOx의 경우, 
최소 배출량은 105.76 kt yr-1이며 최대 배출량은 

132.52 kt yr-1이다. SOx의 경우, 최소 배출량은 

28.93 kt yr-1이며 최대 배출량은 77.59 kt yr-1이다. 
방지효율의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

화는 그림 S2에 제시하였다.
Kim et al. (2017)에 의하면, 북한은 화력 발전소

의 예비 부품의 부족 및 설비 상의 결함으로 대부

분의 화력발전소들은 50% 이하의 가동률로 운영

한다. Yeo and Kim (2018)은 북한의 석탄 화력 발

전소 운영율을 17%에서 83%로 제시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북한 중공업의 가동률은 5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CF 0% 
& CUR 40% case (이후 ‘CUR 40’으로 칭함)가 실

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CUR 40의 경우, CO 배출량은 5.15 kt yr-1

이며 배출 추정량 최대값(CF 0% & CUR 90%)의 

61%이다. NOx 배출량은 115.79 kt yr-1로 배출 추정

량 최대값(CF 0% & CUR 90%)의 87%이다. SOx 
배출량은 47.18 kt yr-1로 배출 추정량 최대값(CF 
0% & CUR 90%)의 61%에 해당한다. 해당 배출량

은 남한의 방지효율과 가동률을 90%로 가정하고 

추정한 값이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남한의 방지효율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90%보

다 낮다면,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현재의 

결과보다 적게 추정될 것이고, 반대로 높다면 더 

많이 추정될 것이다. 또한 남한의 가동률을 낮게 

가정한다면 북한의 매칭중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Figure 3. Comparison of carbon monoxide (CO),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emissions in the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in South Korea (SK) and 
North Korea (NK) (capacity utilization ratio 
40%, control factor 0% case).

Figure 4. Comparison of carbon monoxide (CO),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emissions from building materials 
Industry in the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in South Korea (SK) and North 
Korea (NK) (capacity utilization ratio 40%, 
control factor 0%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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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더 많이 추정될 것이다.
그림 3은 남한의 매칭중공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북한의 매칭중공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

출 추정량(CUR 40)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CUR 40
의 북한의 매칭중공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

정량은 CO의 경우, 남한의 매칭중공업 부문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23.36 kt yr-1)의 22%이고, NOx의 경

우 북한은 남한(159.22 kt yr-1)의 73%, SOx의 경우 

북한은 남한(151.66 kt yr-1)의 31%이다. 남한 배출량

은 CO는 화학공업, NOx는 건재공업, SOx는 철강공

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북한 배출량은 

CO, NOx, SOx 모두 건재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했다. 이는 남북한의 건재공업 활동도 비가 다른 

중공업 부문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O의 경우, 남한은 화학공업 부문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지만 북한의 경우 화학공업 부문의 배출량

은 미미하다. 남한에서 화학공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유화학부문의 석유정제 생

산능력이 북한이 남한의 2.3%로 낮기 때문이다(표 

1). NOx의 경우, 남한은 철강공업 및 비철금속공업

과 건재공업의 비중이 크나, 북한의 경우 건재공업 

부문이 전체 NOx 배출량의 90%를 차지한다. 이는 

북한의 철강공업 생산량이 남한의 1.5%로 낮아 철

강공업에서의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표 1). 또한 

남북한의 건재공업 부문 생산능력 및 생산량의 비

는 다른 중공업 분류에 비해 크다. SOx의 경우, 남

한은 철강공업 및 비철금속공업 배출량의 비중이 

전체 배출량의 52%로 가장 크지만(표 2), NOx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철강공업 및 비철금속공업 

배출량이 적고, 건재공업의 배출량이 많다.
그림 4와 같이 북한의 매칭중공업 CUR 40의 건

재공업 부문 CO, NOx, SOx 배출량은 모두 남한보

다 많다. 건재공업 배출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시멘트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 많은데, 북한의 경우 CO와 NOx는 시멘트 부문

이, SOx는 판유리 부문이 배출량이 많다. 이는 북

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시멘트 산업부문

을 위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3.4 북한의 지역별 매칭중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포

그림 2의 매칭중공업 부문 CUR 40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추정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지역별 

매칭중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포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지역별 배출 분포를 살펴보면, CO는 

함경북도, NOx는 남포특별시, 평양직할시, 평안남

도, SOx는 남포특별시와 함경북도에 배출이 집중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eo and Kim (2019)에 따

르면, 북한 PM2.5 농도는 주로 서쪽지역이 높다. 세 

물질 모두 미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이지만 NOx는 

PM2.5 농도 분포와 유사하게 서쪽에 배출량이 집중

되었으나, CO와 SOx의 경우 북한의 북동부에 위치

(a) CO b) NOx c) SOx 

Figure 5. Distribution of carbon monoxide (CO),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emissions 
by administrative districts in North Korea by the Matching Heavy Industry sector (unit: kt yr-1). 
HB: Hamgyong-bukto, HN: Hamgyong-namdo, YG: Yanggang-do, CG: Chagang-do, PB: 
P’yongan-bukto, PN: P’yongan-namdo, PY: P’yongyang-si, NP: Nampo-si, HWB: 
Hwanghae-bukto, HWN: Hwanghae-namdo, KS: Kaesong-si, KW: K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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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함경북도에 배출량이 집중되었다.
Kim (2006)에 의하면,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자체에서의 배출, 반응

에 의한 생성, 외부로부터의 유입, 대기에서의 제

거가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중공업에 

의한 배출만을 살펴본 것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

포와 미세먼지 농도 분포에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 SOx가 집중되어 있는 함경북도는 철강공업 

및 비철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 매칭중

공업이 모두 존재했다. CO는 철강공업과 석유정제 

부문, SOx는 철강공업과 시멘트부문에서 주로 배출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경북도에 북한 최대의 철강 

생산 시설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위치하기 때문

에(KDB, 2020) 철강공업에 의한 CO, SOx 배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공업 부문으로는 승리화

학연합기업소가 위치하는데, 이 곳은 북한의 석유정

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건재공업부문에서

는 고무산시멘트공장과 청진유리공장이 위치하는데, 
주로 시멘트 공장에 인한 SOx 배출량이 많다.

남포특별시에는 북한 최대의 판유리 생산공장인 

대안친선유리공장(KDB, 2020)이 위치하여 남포특

별시의 CO와 SOx 배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

로 보인다. 평안남도의 경우, 화학공업과 건재공업

의 공장들이 주로 위치해 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시멘트 공장인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가 CO와 

NOx의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양

직할시에는 북한에서 두번째로 생산능력 및 규모가 

큰 시멘트 공장인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 존재하

기 때문에 NOx 배출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3.5 북한 중공업 부문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 추정

그림 6에서 REAS v3과 EDGAR v5.0의 CO, 
NOx, SO2 배출량과 북한 자체 자료(NCCE, 2012)를 

비교하였다. 북한 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는 1990년부터 존재하므로 1990년부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추이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REAS 
v3과 EDGAR v5.0은 에너지 사용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에너지 사용(KOSIS, 2021)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까지 증

가, 2007년에 에너지 사용이 급감하였다가 2008년

에 다소 회복,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시 감소

하는 추세이다. REAS v3과 EDGAR v5.0를 북한 

자체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CO와 NOx

는 모두 REAS v3에서 배출량을 과대평가하였고, 
EDGAR v5.0의 결과가 북한 자체 자료와 유사하

다. NOx의 경우, EDGAR v5.0이 더욱 유사한 추이

를 보인다. SOx는 REAS v3과 EDGAR v5.0 모두 

배출량을 과소평가한 경향을 보여 북한 자체 자료

와 비교하였을 때 불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EDGAR v5.0이 REAS v3보다는 

유사한 추이를 보여 EDGAR v5.0을 본 연구에서 

추정한 중공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비교

하였다. EDGAR v5.0의 최신 년도 자료인 2015년 

자료를 이용했다.
2015년 북한의 전체 CO 배출량은 844.03 kt yr-1

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예상한

CUR 40의 CO 배출량은 5.15 kt yr-1로 전체 배출량

의 0.6%이다. 2015년 북한의 전체 SOx 배출량은 

197.68 kt yr-1이고, CUR 40의 SOx 배출량은 24%에 

해당하는 47.18 kt yr-1이다. 북한 매칭중공업에 의

한 CO와 SOx 배출량은 북한 전체 배출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북한 전체 배출량에 대

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7에서 제

시한 EDGAR의 북한 CO와 SOx 전체 배출 분포도

와 그림 5의 매칭중공업의 지역별 CO와 SOx 배출 

분포 추정 결과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O와 SOx와 달리, NOx의 

경우 북한 매칭중공업 부문 배출량이 북한 NOx 전

체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북한의 

전체 NOx 배출량은 93.07 kt yr-1이고, CUR 40의 

NOx 배출량은 124%에 해당하는 115.79 kt yr-1으로 

대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칭중공업의 지

역별 NOx 배출 분포 추정(그림 5)과 북한의 지역별 

NOx 전체 배출 분포가 공통적으로 평안남도 근처

에 집중된 것이 이를 반영한다. 또한 북한의 매칭

중공업에 의한 NOx 배출량(CUR 40)이 전체 배출량

보다 크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북한 산업에서의 

NOx배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Kim 
et al., 2014)을 고려하면, 북한의 실제 중공업 시설 

가동률은 본 연구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 40%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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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 

b) NOx

c) SOx 

Figure 6. Comparison of carbon monoxide (CO),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emission trends in North Korea 
using Regional Emission inventory in ASia 
version 3 (REAS v3) (Kurokawa and 
Ohara, 2020), Emission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version 5.0 
(EDGAR v5.0) (EDGAR, 2020), and the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 (NCCE, 2012) and 
comparison of EDGAR v5.0 2015 data 
and CUR 40 (capacity utilization ratio 40%, 
control factor 0% case) in this study.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 중 중공업에 해당하

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매칭중

공업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북한의 CO, NOx, SOx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할 것으

로 추정되는 북한의 방지효율 0%, 가동률 40% 경

우(CUR 40)에서의 배출량은 각각 CO 5.15 kt yr-1, 
NOx 115.79 kt yr-1, SOx 47.18 kt yr-1이었다. 매칭중

공업 CUR 40의 전체 CO, NOx, SOx 배출량은 남한

의 매칭중공업 배출량의 각각 22%, 73%, 31%에 

해당한다. 그 중 건재공업 부문 CO, NOx, SOx 배

출량은 모두 남한의 건재공업부문 매칭중공업 배

출량보다 많아 북한 중공업 부문에서 주요 배출 

부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DGAR에서 제시하는 

2015년 북한의 전체 CO 배출량은 844.03 kt yr-1이

다. CUR 40의 CO 배출량은 5.15 kt yr-1로 전체 배

출량의 0.6%이다. 북한 전체 NOx 배출량은 93.07 
kt yr-1인데, CUR 40의 NOx 배출량은 124%에 해당

하는 115.79 kt yr-1로, NOx의 경우 매칭중공업에서

의 배출이 전체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지역별 매칭중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포와 

EDGAR 자료를 통한 북한 대기오염물질 전체 분

포를 비교해보았다. 지역별 매칭중공업의 NOx는 

서쪽에 배출이 집중되었고, CO와 SOx는 북한의 북

동부에 위치하는 함경북도에 배출량이 집중되었다. 
세 물질 모두 서쪽에 집중된 EDGAR의 북한 대기

(a) CO b) NOx c) SOx 

Figure 7. EDGAR (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version 5.0) regional annual 
emission distribution map from 30°N/120°E to 50°N/140°E provided in 0.1°×0.1° increments 
(unit: tons/year/gridcell) (EDG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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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량 분포와 비교하면, NOx의 경우 분

포 양상이 유사하였고, CO와 SOx는 상이하였다. 
NOx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북한 매칭중공업 부문 

배출량이 EDGAR에서 제시하는 북한 전체 배출량

보다 커서 매칭중공업에서 고려한 시설들이 북한 

내 NOx 배출의 주요 배출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

한의 매칭중공업에 의한 CO와 SOx 배출량은 북한 

전체 배출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북한 전체 배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전체 배출 분포와 매칭중공업

의 배출 분포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된다. CO와 SOx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다른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비산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 자료의 한정으로 매칭중공업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므로 매칭중공업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결과를 실제 북한 중공업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

요하다. 또한 배출량 추정 시 배출계수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추후 북한의 연료 품질 등을 고려한 배

출계수를 적용하여 식 (1)과 같이 일반적인 산정방

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이 결과의 신

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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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MATERIALS

Table S1.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 
(source: KDB, 2020).

Large Category Subcategory

Heavy Industry

Steel industry

Non-ferrous metal industry

Machine industry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y

Chemical industry

Building materials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utomotive industry

Light Industry, 
Digital

Textile industry

Shoe industry

Paper industry

Food industry

IT

Software

Extraction Industry

Mining, coal industry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Fishery

Forestry

Service Industry

Finance

Tourism

Distribution

Shipping trad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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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 Matching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emission source small categories and North 
Korea’s heavy industry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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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

(b) NOx

(c) SOx

Figure S2. Sensitivity analysis of carbon monoxide (CO),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emissions according to changes in control factor (CF) in Nor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