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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적정기술형’접근법: 
‘블랙카본 감축’(Mitigation of Black Carbon)1)

김주헌a) , 이문수b)

a) 로벌녹색성장기구(GGGI), b)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연환경연구부

IPCC 보고서 등 최근의 연구들은 인류가 야기한 기후변화의 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방안을 다양하게 제

시해왔지만, 대부분 2050년 이후의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시점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안마련에는 소홀하 던 것이 사실이다. 일

주일에서 10년 정도 대기 중에 체류하는‘단기체류 기후변화오염물질(SLCPs)’들은

대기 중 복사강제력에 40%를 기여하며, 그 중 블랙카본은 CO₂에 못지않은 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랙카본은 화석연료 및 바이오매스의 불완전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초미세입자로써, 지역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배출량을 정량화하기가 매

우 어렵다. 그러나, 블랙카본의 감축에 따른 기후·건강·식품 등에 미치는 향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이 얻는 편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블랙카본 감축’이라는 그 동안 기후감축 논의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며,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방법론으로써 적정기술 기

반의 상향식 접근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는 3개의 실무그룹들(Working Group I, II, III)이 제출한 5차 평가보고서를 차례로 승

인했다. 각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기후모델링, 기후변화 향평

가와 적응 및 취약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했다. 2007년 발행된 4차 평가보고서에 비해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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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 고, 본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및 국

제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상당한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스턴보고서’라 불리는 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의‘기후변화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논문을 통해, 기

후변화를 위한 조기 조치의 필요성이 부각된 이래,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

화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돌입했다. 국제법상의 조약에 따라 기후변화문

제를 전담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창립되었으며, IPCC와 같은 과학기반 위원회와,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Green Climate Fund (GCF)와 같은 재원조달

기구가 창립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 온난화를 발

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감축(mitigation)’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할 수 없게 된 향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적응(adaptation)’이다. 단순한

관점으로 보면, 지구 상에 존재하는 온실가스를 모두 제거하고 미래 배출원을 제로로

전환 한다면, 기후변화 적응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이상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감축과 적응의 양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서용,

2011). 

기후변화 감축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차원의 감축계획

을 논의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초점은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예: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맞춰

져 있으며, CO₂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일원화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

다. 문제는 중장기적 감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재원조달이 진행되는 동안, 이산화탄소

는 계속 배출되고 있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그 화학적 특성에 따라 몇 세기 동안

대기 중에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간의 이러한 논의에는 한 가지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블랙카본을 비롯해 소위‘단기체류 기후변화오염물질

(Short Lived Climate Pollutants, SLCPs)’로 불리는, 대기 중에 단기간 머무르는 오

염원에 대한 연구, 논의 그리고 대응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35적정기술 6권 2호
한밭대학교 | 적정기술미래포럼

2. 기후변화 감축을 위한 접근방식

유엔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감축관련 협상은 대부분 CO₂로 이루어진

브라운카본 감축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브라운카본에만 집중된 감축 노력은 바이

오 연료 생산을 위한 토지이용변화로 인해 오히려 그린카본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역

효과를 유발하기도 하 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몇 년간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활동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을 통한

그린카본 관련 메커니즘이 다양한 차원에서 개발되었다.  이렇게 브라운카본, 그린카

본에 집중된 노력들은 대부분 대기 중에 장기체류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관련된 것이

고,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지구온난화(Long-term Global Warming)에 대한 감축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원의 지구온난화(Near-term Global

Warming)에 대한 위험성 및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장기체류 온실기체(Long Lived Green House Gas,

LLGHG)와 블랙카본을 포함한 단기체류 기후변화오염물질(메탄, 대류 오존, 수소불화

탄소 등)은 원인과 사회적 효과가 매우 상이하다<그림 1>. 블랙카본의 발생경로는 복

잡하고 그 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합평가모

그림 1. 이산화탄소 및 블랙카본의 원인과 효과
(자료: EP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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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2) 을 활용하여 인과(cause-effect)관계를 분

석함으로써, 블랙카본의 배출량과 기후변화 간의 물리적 연계를 묘사하고 사회적 피

해를 추정하고 있다(EPA, 2012). 

3. 블랙카본의 개념과 향

블랙카본 에어로졸(aerosol)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한 그을음 입자로써, 화석연

료 및 바이오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부산물이다. 이들은 수송, 산업, 가정부문에

의해 주로 배출되어, 지구 기후시스템 상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랙카

본은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탄소질 물질(브라운카본, 그린카본, 블루카본, 블랙

카본 등)의 하나로서, 지구온난화에 지대한 향을 끼치는 에어로졸의 하나로 대두되

고 있다<표 1>. 

하지만 블랙카본이 가지는 기후 강제력에 관한 정량적인 평가가 매우 어렵기 때문

에, 블랙카본의 직접적인 향을 추정하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큰 불확실성을

갖는다. IPCC 4차 보고서는 블랙카본이 복사강제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에 대해,

전지구적 및 지역적으로 매우 중대하며, 그 효과를 +0.34~+1.0 W·m2 3) 로 추정하

다(IPCC, 2007). 그러나, 이후 UNEP/UMO 보고서에 따르면 +0.3~+0.6 W·m2 로

표 1. 탄소질 에어로졸 분류
(출처: TEEB Climate Issues Update 2009:14)

분류 정의

브라운카본 (Brown Carbon) 기후에 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산업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지칭

그린카본 (Green Carbon)
육지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를 지칭. REDD, REDD+, LULUCF 등
산림 탄소 매커니즘에서 인정된 탄소를 지칭

블루카본 (Blue Carbon)
전 세계 바다에 저장된 탄소를 지칭. 살아있는 유기체의 전체 탄소
중 약 55%가 맹그로브, 늪, 바다의 산호초 및 대형 조류에 저장되
어 있음

블랙카본 (Black Carbon)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형성되는 탄소. 청정 연소기술이 적용
될 경우 상당량 줄일 수 있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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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치가 보다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UNEP and UMO, 2011). 2013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연구진은 블랙카본이 복사강제력에 미치는 향, 즉 지구의 복사에너

지 균형을 분석하 다(Bond et al., 2013). 그 결과, 블랙카본은 전통적으로 예상하던

수치의 두 배에 달하는 직접적인 온난화를 유발하 고, 이로써 일반적으로 CO2 다음

의 온난화 유발요소로 여겨지던 편견을 깨뜨렸다. 

블랙카본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향은 초미세먼지(PM2.5,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의 효과와 유사하게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조기사망 등을 유발하며, 주로 인구 도

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배출 및 농도를 나타낸다. 만일 이러한 초미세먼지

의 직접배출을 감소시킬 경우, 이의 공공건강에 관한 편익이 미국의 경우 2030년에

29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EPA, 2012).

또 다른 연구는, 대기질 악화와 지구온난화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 오존 전구

체(Ozone precursor)와 블랙카본이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이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각각 7개의 감축수단(measure)을 제시하 다. 블랙카본의 경우, 디젤차량의 개

선, 청정 바이오연료 스토브, 벽돌가마, 코크스로(coke oven) 등의 기술적 수단과, 농

업폐기물 연소 금지, 고배출 차량 생산금지, 신식 요리 및 난방 제공 등의 정책적 규

제수단이 제시되었다(Shindell et al., 2012) 

그림 2. 국가별 블랙카본 및 메탄 감축을 통한 미래 편익
(자료 : Shindell et al., 2012)



상기 기술 및 정책규제 수단을 입력 값으로 한 모형을 이용해,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 대비, 블랙카본 및 메탄(CH4)의 감축에 따른 국

가별 편익을 분석하 다<그림 2>. 편익의 분류를 기후변화(A, B), 인간건강(C, D), 농

업(E, F)으로 나누고, 각 국가별 상대적 편익의 차이는 원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현

하 다. 그 결과, 기후변화 측면에서 세계 각 국은 균등하게 온도상승 및 대기 중 복

사강제력의 향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수치를 보았을 때 가장 큰 편익을 갖

는 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간의 건강 측면에서는 많은 인구를 보유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이 조기사망에 따른 향을 상당히 회피할 수 있었다. 작물생산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미국 등에 이어 파키스탄,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생산량과 단

수에 대한 뚜렷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 건강 및 식량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블랙카본의 감축을 위

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단기적 오염원으로써 이들이 현시점에 미칠 수 있는 긍정

적 또는 부정적 효과는 두드러진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SLCP가 복사강제력에 대

해 40%의 기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들의 감축을 통해 2050년 까지 지구온난

화 추세를 5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amanathan and Xu, 2010;

UNEP and WMO, 2011).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구 해수면상승에도 중대한 향을

미쳐, 2100년까지 22-40%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도 있다(Hu et al., 2013).

최근 다양한 연구들이 비이산화탄소(non-CO2) 기후유발물질에 관심을 가져왔음에

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SLCP의 수명이 블랙카본의 경

우 한 주, 오존의 경우 한 달,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의 경우 십 년에 이르는 등 상이

한 범주를 갖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미래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후-탄소배출-지구화학 등이 연계된 통합평가모형 등과 같은 복잡한 방법론이 요구

되며, 많은 시간과 전문가의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가장 짧은 기간 존재하는 블랙카본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전지구적 수준

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접근방식보다는 상향식 접근방식4)이 보다 효과적이다.  거시적

인 접근 방식을 통해 블랙카본 감축의 잠재적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

한 지역단위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접합한 구체적인 실행방식을 설계해야 한

다. 이러한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는‘적정기술’기반의 상향식 접근방식을 통해

NGO활동, 임팩트 투자, 자선활동(philanthropy) 등과 연계해 다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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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향식 접근법: ‘적정기술적’해결책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에서 사용되는 요리용 스토브의 사례를 통해 블랙카본 감

축을 위한 적정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3백만명의 사람들이

바이오매스(나무, 작물잔여물, 차콜 등) 또는 석탄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열을

이용하며, 이러한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블랙카본 배출량은 전세계 총량의 21%에 달

한다. 고체 연료의 사용량은 개발도상국 내 에너지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비율은 아프리카의 경우 50%, 인도의 경우 27%에 달한다(IEA, 2009). 또한,

바이오매스 및 폐자원은 대부분 스토브 및 열 발생에 이용되며,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60%를 차지한다(IEA, 2009). 또한 이들 중 82%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스토브에서 발생하는 블랙카본의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이 검증된 효과적인 기술

을 발굴하고 대규모 적용을 촉진해야 한다(EPA, 2012).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브가 블

랙카본 감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일부 개선된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널

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설계된 제품의 초기상태와 달리, 사용자가 이를 변형하

거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향식 대안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1. 통합적 플랫폼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술적인 진보로 다양한 형태의 스토브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브 프

로젝트가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지역에서 스토브를

사용할 잠재적 사용자들과의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적·사회적 함의를 보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 결

국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배출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제품 자체

를 현지에 맞게 설계해 줄 수 있는, 즉‘적정기술형’생각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

이다. 이 지점에서 적정기술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관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문제는 기술자체가 아니라 개발도상

국 현지에서 이러한 기술 및 지식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카본 문제는 현재로써는 정부섹터의 참여보다 NGO, 현지 기업가, 지

역 전문가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 요리용 스토브의 경우 현장 중심적인 관점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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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의사결정에 기반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마을에 진출해

블랙카본 배출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요리용 스토브를 현지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개

발하고, 이를 현지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적정기술적 접근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며, 이

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세계의 기술자들과 NGO, 기업가 등이 효과적으로 교류하며

현지인과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에 잠재적 감축량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

다. 이들이 요리용 스토브의 개발 및 디자인 과정에서 실질적인 블랙카본 배출과 관

련된 구체적인 자문에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감축에 기여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2. 재원마련 및 평가
상향식 접근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재원마련의 문제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

련된 정부 혹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기반의 프로젝트와는 달리,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 자선활동(philanthropy), 혹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면 재원마련의 유연성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블랙카본 감축을 통한 단기적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다면 재원마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블랙카본에 노출된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상황이 국제사회가 블랙카본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재원마련과 연계되어 고려해야 할 사안은 성과 측정의 문제이다. 블랙카본

감축과 관련된 적절한 투자 및 보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랙카본 감축이 정량

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가령, 전기보급률이 10% 미만인 캄보디

아 농촌마을에서 개량형 스토브 혹은 태양열조리기를 보급하는 기업이5) 임팩트 투자

를6)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에 대한 재무적 예측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성과 평가방안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블랙카

본 배출을 얼마나 감축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호흡기 질환이 감소 되었는지,

농촌 인력의 고용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재원마련

과도 연관되어 있다. 

근래‘Global Alliance on Cleaner Cookstoves(GACC)’라는 단체는 스토브에 대한

표준 및 자격증명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테스트 센터를 건립하여 스토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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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점검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또한, ‘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IRIS)’는 자선활동과 임팩트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기후변화 감축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즉, 오염방지(pollution prevention),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농업생산성(agricultural yield), 건강관련 편익(health benefit) 등을 구체

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블랙카본 등의 단기체류 기후변화유발물

질 의 감축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측정이 매우 어렵다. 주요 온실가스

(CO2, CH4, N2O, F-gas 등) 배출과 달리, 대기 중 농도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고

알베도 효과(albedo effect) 7) 또한 매우 다르며, 합의된 배출계수를 마련하지 못한 상

태이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만, 미완의 역인 블랙카본 감축에 임팩트 투자자

들이나 자선활동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5. 결론

지난 몇 년간 한국의‘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커뮤니티는‘적정기술

의 시대’를 지낸 것처럼 보인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50년

만에 원조를 받는 수혜국(recipient country)에서 공여국(donor country)으로 입장을

바꿔 저개발국에 진출한 시점에, ‘적정기술’이란 브랜드는 개도국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혹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정책기반, 기술기반, 비즈니스기반 등

다학제적·융합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다. 특히, 개념적으로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를 추구하는 적정기술 관련 활동은 주로 정부섹터보다는

NGO, 사회적 기업 등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동시에 적정기술 관련 프로젝트 들은 명확한 결과물에 대한 검증 없이 단

기적 홍보로 이용되거나, 현지 사후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진행된 측면도 있었

다. 이에 지난 5년여간 기업, 시민사회, 정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은 이제 보다 내실을 기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참여기관이나

개인들의 감성적인 만족에 머무르기보다는, 적정기술 활동이 실제 저개발국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합하는지 등을 좀 더 세 하게 계획하

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공개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정기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법론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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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서, 그간 이산화탄소에 비해 기후변화 감축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블랙카본 감

축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며, 적정기술적 접근과의 연계성에 대해 검토했다. 아직

블랙카본 이슈는 측정기술의 한계와 논의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

(top-down approach)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블랙카본이 지구 온난화에

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사실이 명백하고, 블랙카본 감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명

확하기 때문에, ‘블랙카본 감축’과‘적정기술적 상향식 접근법’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기업가·기술자·과학자·현장활동가·개발도상국 주

민들이 어우러진 통합적 형태의 적정기술적 해법을 기대해 본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6년 집필한 <부의 미래>에서, 기업이 시속 100마일, 시

민사회가 90마일로 변화한다면,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시속 25마일 이하로 변화 한

다고 했다. 이 시간 차이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결국 기업

과 시민 사회의 혁신은, 더디지만 관을 움직이는 중요한 단서들이 된다는 사실을 다

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1) 본 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특정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2) 통합평가모형이란, 지구온난화의 파급효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구적 노력의 평가를 위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결합한 모형을 말함(IPCC, 2001).

3) W·m2 란, 1제곱평방미터(m2)에 미치는 에너지의 양(Watt)을 지칭하는 단위로써, 복사강제력(화학물질의 기
후에 대한 향평가수단)을 표현할 때 이용하는 단위임.

4)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기반한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수준을 기초로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하향식(top-down) 접근법은 전지구 수준을 기초로 하는 접근방식으로써, 온실가
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전지구 기후모형에서 지역수준으로 상세화(downscaling)를 실시하여 향을 평가
하는 방법론임(전성우 외, 2011).

5) 유사사례 참고기사 (캄보디아 타께오 마을의 태양열조리기 프로젝트 사례): http://www.koreatimes.co.kr/
www/common/printpreview.asp?categoryCode=335&newsIdx=99623  

6) ‘사회적 임팩트’와‘재무적 투자’가 혼합된 개념. 재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투자를 통해, 재무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예: 환경문제, 실업문제, 범죄율 감소 등) 의 해결을 추구하는 혼합적 성격의 사회적
금융을 지칭함.

7) 알베도 효과(albedo effect)란, 태양복사에 대한 반사율을 의미하는‘알베도’에 따른 기온변화 현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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