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기후 복원은 과연 적절한
기후 정책 목표인가?

Robert J. Lempert, Giacomo Marangoni, Klaus Keller, Jessica Duke

장기간 글로벌 정책 및 미래의 인간 조건을 연구하는
RAND Frederick S. Pardee Center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This is a Korean translation of Is Climate Restoration an Appropriate Climate Policy Goal? (RR-2442/2-RC).
이 발행물의 자세한 정보는 www.rand.org/t/RR2442를 참조하십시오.

출판사: RAND Corporation, Santa Monica, Calif.
© Copyright 2018 RAND Corporation

R®A은 등록 상표입니다.

인쇄 및 전자방식 배포 권리가 제한됨
본 문서 및 이에 포함된 상표(들)은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러한 RAND의 지적 재산권
표시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제공됩니다. 본 발행물의 온라인 무단 게시는 금지됩니다.
본 문서는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사용하는 한 개인적인 용도로만 복제가 허용됩니다.
본 연구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업적 용도를 위해 다른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재사용하려면 RAND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인쇄 및 링크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rand.org/pubs/permissions를 참조하십시오.
RAND Corporation은 전 세계의 커뮤니티가 보다 안전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공공
정책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연구 기관입니다. RAND는 비영리의 초당파 단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RAND의 발행물은 연구를 의뢰한 고객 및 후원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RAND 지원
www.rand.org/giving/contribute를

통해 세금이 공제되는 자선 기부는하실 수 있습니다.
www.rand.org

서문

1992 년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이후, 사회는 안정화의 개념을 둘러싼 기후
변화의 크기를 제한하려는 노력, 즉 일부 기후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복원이라는 개념의 초기 탐구, 즉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1~2 세대 내에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초기
기후 복원 옹호자인 Peter Fiekowsky 와 Sharon Fiekowsky 가 RAND Pardee Center 에 제공한 큰
기부금 덕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조건에서 위험 관리라는 렌즈를 통해 기후
복원을 조사합니다. 이 보고서는 간단한 통합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조건, 그
아래에서 다양한 기후 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조건, 기후 복원 목표와 함께 사회가 더
유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탐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후 복원의 위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단기적 조치를 탐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복원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기후 변화의 난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인류가 탐구하는 선택 범위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

장기적 글로벌 정책 및 미래의 인간 조건을 연구하는 RAND Frederick S.
Pardee Center 소개
RAND Innovation 의 일부인 RAND Pardee Center 는 가장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 지역에서 새로운
장기 정책 분석(LTPA) 방법을 적극 전파하고 적용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미래의 질과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세계적으로 생각하려는 과거의 시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이런 노력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오늘날의 정책 결정에 결부시키는 수단입니다. 이게 바로 Pardee
Center 가 메우려 하는 틈입니다.
이 보고서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은 선임 저자 Robert J. Lempert (Robert_Lempert@rand.org)에게
보내 주십시오. Pardee Center 자체와 다른 프로젝트 및 사업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rand.org/pardee). Pardee Center 활동과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문의는 Robert J.
Lempert Pardee Center 소장(Robert_Lempert@rand.org)에게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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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 복원은 인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목표입니까? 야심찬 목표들이 오랫동안
기후 정책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목표들은 야심찬 것이긴 하지만 지구의 기후를 수천 년 동안 여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지지자들은 기후 복원이라는 훨씬 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고, 지구의
기후를 산업 혁명 시작 전 상태로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많은 유형의 기후 복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대한 관심중 하나이며 이
연구의 초점은 온실 가스(GHG) 농도를 한두 세대 내에 300ppm 이라는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기후 복원 지지자들은 목표의 단순성과 순수성, 커다란 도전이 혁신의
촉매가 될 가능성, 극단적인 기후 영향의 낮은 확률 및 매우 큰 위험 회피 등의 여러 요인들로
동기를 부여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기후 복원은 기념비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의 추구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른 방식의 대응으로부터 자원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야심찬
기후 목표에 대한 전념을 약화시킴으로써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위험 관리라는 렌즈를 통해 기후 복원을 고찰합니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위험은 목표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입니다. 위험 관리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이해하고, 유리한 기회를 늘리고 불리한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정의는 위험 관리가 종종 깊은 불확실성의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경우, 위험에 영향을 받으면서 위험에 반응하는 당사자들은 미래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또는
그들의 행동이 결과와 관련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원 목표가 없는
경우에도, 기후 변화는 위험 관리라는 전형적인 도전을 심화된 불확실성으로 제시합니다. 기후
복원을 추가하면 위험 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됩니다.
기후 복원 목표의 타당성 판단을 돕기 위해, 우리는 역동적 통합 기후-경제(DICE) 모델의 확장된
버전을 사용해 대기에서 탄소를 추출하는 기술의 비용과 성과, GHG 완화 기술의 비용과 성과,
완화되지 않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가정을 변화시키며 다양하고 타당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기후 복원 추구 결과를 탐구합니다. 제안된 많은 방법 중 대표적인 직접 공기 포집(DAC)에
대한 집중을 포함하는 많은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분석은 미래에 기후 복원이 가능하다고 입증될
수 있고 기후 복원 추구가 촉매 역할을 한다고 입증될 수 있는 유용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기후 복원이 가능하다고 입증된다면, 즉 사회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업화 이전의 대기 농도로
가까스로 되돌아간다면, 극단적인 기후 영향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기후 목표의 달성이 더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후 복원에 성공하려면 오늘날의 가장 낙관적인 가정과 일치하는 DAC 기술의
미래 비용과 성과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후 복원 추구가 촉매 역할을 한다(즉 네거티브 배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입증된다면,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우 필요한 기술
경로, 특히 2°C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경로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복원 추구가 DAC
기술의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 해도, 전체적인 모든 유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화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후 복원을 추구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음을,
즉 DAC 성공이 최소한 탈탄소화 성공의 절반에 해당되는 조건에서 순 촉매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석은 또한 기후 복원의 모든 위험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단기적 조치에는 이런 목표들을 2°C
목표와 결합하여 초과 위험을 줄이는 것과 비싼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위한 적절한 장기 금융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모델 역학은 야심찬 기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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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21 세기 말 경, 일부 추산에 따르면 산업 혁명 시작 300 주년이 되는 약 2075 년 경, 산업화
이전 농도에 도달하려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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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기후 복원은 인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목표입니까? 야심찬 목표들이 오랫동안
기후 정책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지구 온도는 산업 혁명 이후 이미 약 1°C 상승). 지지 단체는 350ppm 이하의 온실 가스
대기 농도를 요구합니다. 현재 농도는 약 400ppm 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야심찬 것이긴 하지만
지구의 기후를 수천 년 동안 여전히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지지자들은 기후 복원이라는
훨씬 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고, 지구의 기후를 산업 혁명 시작 전 상태로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많은 유형의 기후 복원을 구상하고 있지만, 커다란 관심 중 하나이며 이 연구의 초점은
온실 가스(GHG) 농도를 한두 세대 내에 300ppm 이라는 산업 혁명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CO2)가 수백 년 동안 대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기후 복원을 위해서는 대기에서 온실 가스를 추출해내야 합니다.1 그러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추출 필요성은 기후 복원을 초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리 협정의 2°C 목표를 충족하려면 빠른
탈산소화와 소위 네거티브 배출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우리의 에너지와 운송과 건축 환경을 변형하여 인간의 온실 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후자에는 대기 중 이미 존재하는 온실 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C 목표를 충족시킬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상당한 양의 네거티브 배출을 포함하는데, 이는 주로 바이오 연료 구동 에너지(BECCS 라고 불리며,
이는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갖춘 바이오 에너지입니다)로부터의 배출을 격리하는
것으로 부터 나옵니다. 네거티브 배출은 앞으로 몇 십 년 후에 시작되며, (“포지티브”) 배출이
줄어들면 2050 년 후에는 대기 중 온실 가스의 순수한 감소를 이끌게 됩니다(Clarke et al., 2014).
기후 복원은 네거티브 배출 기술, 특히 직접 공기 포집(DAC)의 확장과 그 사용의 규모와 속도의
커다란 가속화를 구상합니다.
기후 복원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요인의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구상은 종종 환경 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Purdy, 2015). 하나의
목표로서의 기후 복원은 파리 협정의 수치 목표에서 빠져 있었던 단순성과 순수성을 채워줍니다.
커다란 도전 역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Omenn, 2006). 따라서 기후 복원 목표는 매우 필요한
네거티브 배출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함께
결합할 경우 기후 복원 목표 추구가 사회의 의지, 관심 그리고 자체 기후 변화 도전에 맞서 싸울
수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적 분석은 사회가 상당한
기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Nordhaus, 1994; Drouet, Bosetti, and Tavoni, 2015),
기후 복원에 성공할 경우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극단적인 기후 영향의 커다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많은 우려는 현재의 조치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사이의 커다란 간격에 의해서도 유발됩니다(예: Schleussner et al., 2016).
지지자들은 기후 복원을 훨씬 더 필수적이고 야심찬 목표로 이런 안주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관리라는 생각에 몰입한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기후를 산업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도덕적 의무입니다.
한편, 기후 복원은 기념비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의 추구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른 방식의 대응으로부터 자원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야심찬 기후 목표에 대한 전념을
약화시킴으로써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위험 관리라는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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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강 기후 얼라이언스(연대 불명)는 기후 복원을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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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후 복원을 고찰합니다(Renn, 2008).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위험은 목표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입니다(Jones et al., 2014). 위험 관리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이해하고, 유리한
기회를 늘리고 불리한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정의는
위험 관리가 종종 깊은 불확실성의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경우 위험에
영향을 받으면서 위험에 반응하는 당사자들은 미래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또는 그들의 행동이
결과와 관련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Lempert et al., 2003). 복원 목표가
없는 경우에도, 기후 변화는 위험 관리라는 전형적인 도전을 심화된 불확실성으로 제시합니다.
기후 복원을 추가하면 위험 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됩니다.
기후 복원 목표의 타당성 판단을 돕기 위해, 우리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네거티브 배출
기술의 비용과 성과, GHG 완화 기술의 비용과 성과, 그리고 완화되지 않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가정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고 타당해 보이는 미래들을 바탕으로 기후 복원을 추구한 결과를
탐구합니다. 많은 네거티브 배출 기술 중 대표적인 직접 공기 포집(DAC)에 대한 집중을 포함하는
많은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분석은 미래에 기후 복원이 가능하다고 입증될 수 있고 기후 복원을
추구하는 것이 촉매 역할을 한다고 입증될 수 있는 유용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기후 복원이 가능하다고 입증된다면, 즉 사회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업화 이전의 대기 농도로
가까스로 되돌아간다면, 극단적인 기후 영향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기후 목표의 달성이 더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후 복원에 성공하려면 오늘날의 가장 낙관적인 가정과 일치하는 DAC 기술의
미래 비용과 성과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후 복원을 추구하는 것이 촉매 역할을 한다(즉 네거티브
배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입증된다면,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우
필요한 기술 경로, 특히 2°C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경로를 열 수 있습니다. 기후 복원을
추구하는 것이 DAC 기술의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 해도, 네거티브 배출의 모든 유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화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Campbell-Arvai et al., 2017). 이 연구는 기후
복원을 추구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음을, 즉 DAC 성공이 최소한 탈탄소화 성공의 절반에
해당되는 조건에서 순 촉매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석 또한 기후 복원의 모든 위험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단기적 조치에는 이런 목표들을 2°C
목표와 결합하여 초과 위험을 줄이는 것과 비싼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위한 적절한 장기 금융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모델 역학은 야심찬 기후 복원
목표가 21 세기 말 경, 일부 추산에 따르면 산업 혁명 시작 300 주년이 되는 약 2075 년 경, 산업화
이전 농도에 도달하려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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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복원과 위험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평균 생활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8 세기 초의 평균적인 가정은
고대의 평균적인 가정과 동일한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렸고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Maddison, 2001). 산업 혁명이 이런 안정 상태를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석탄 그
후에는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대규모 사용으로 인해 경제는 성장했으며 생활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이토록 빠른 변화는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후, 특히 세계대전 후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70 년 동안 세계 경제는 10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지난 20 년 동안만
해도 10 억 명이 극단적인 빈곤에서 탈출했습니다 (Economist, 2013).
동시에 이런 활동은 지구 대기의 구성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림 2.1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온실 가스 농도는 1780 년대의 약 280ppm 보다 40% 더
높아졌는데, 이중 3/4 이 1970 년대 이후 상승한 것입니다. 온실 가스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대기에 남아 있고, 이미 지구의 대기를 상당 부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긴 잔류 시간이
지구 기후 시스템의 열 관성과 결합되면 지금 당장 모든 배출이 중단된다 해도 기후는 수십 년 동안
여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림 2.1. 기후 복원의 유무에 따른 대기 온실 가스 농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최소한 문서상으로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 선택된
수준으로 대기 온실 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로 했습니다(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안전한 안정화 수준을 선택하려면 특별한 온실 가스 농도 수준의 과학적
이해를 둘러싼 깊은 불확실성과 함께 결과들의 불공정한 혼합으로 복잡해진 윤리적 판단과 과학적
판단의 혼합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저지대 섬나라 국가와 같이 특히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 또는 다른 위치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기후 변화로 더 심각하게 고통받을
것입니다(예: Moss, 1995; Keller et al., 2005; Drouet, Bosetti, and Tavon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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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동체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 혁명 이전 수치보다 단 2°C 높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1 이 목표는 산업 혁명 이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까지의 범위
내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농도에서 안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C 목표와 일치하는 농도 수준은
증가한 온실 가스 농도에 대한 지구 기후의 대응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학적 불확실성인 기후
민감도 값에 부분적으로 의존합니다(예: Rogelj et al., 2014; Olson et al., 2012; D. Harvey, 2007;
Weitzman, 2012).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온도 한계값이 무엇이든,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신속한
탈탄소화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자체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 연료 연소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를 순수한 온실 가스 배출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90 억 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세계 경제로 수십 년 사이에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Harvey et al., 2013). 그렇게 하려면 세계
경제, 운송, 건설, 산업 및 농업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 핵 발전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이 다른 원천들의 결합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 화석 연료 연소의 제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에너지 효율성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가 에너지, 운송 및 향후 수십 년 동안 개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회 기반 시설 시스템에 해야 하는 수십 조 달러의 투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IPCC, 2014). 탈탄소화는 이러한 비용을 수 퍼센트증가시킬 것이고, 세계의
다양한 경제 부문과 지역으로부터의 수조 달러의 유입을 확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Keller et
al. 2005; Clarke et al., 2014; IPCC, 2014).
기후 복원은 이 탈탄소화 노력에 또 다른 야심찬 노력, 즉 인간이 만든 광범위한 장비의 사용과 대기
속에 이미 존재하는 CO 2 를 추가로 추출하는 생물물리학적 처리 능력의 향상을 추가하려 합니다.
2°C 목표의 충족을 구상하는 IPCC(Clarke et al., 2014)와 다른 기구들(White House, 2016)의 가장
최근 시나리오는 토지 관리와 같은 원천으로부터의 네거티브 배출을 포함하고 바이오연료를
재배하고(식물은 대기에서 탄소를 추출하여 성장함), 이런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생성한 다음 CO2
폐수를 지하에서 포집하여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림 2.1 에 나와 있듯이, 기후 복원은 시기를
앞당겨 이런 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크게 확장할 것입니다.

기후 복원 기술
대기에서 이산화탄소(CO2)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농지
및 자연 토지의 관리 개선에 따른 재식림(나무 기르기)이 있습니다. 재식림과 개선된 토지 관리는
유익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기로부터 필요한 만큼 탄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Psarras et al.,
2017). 적절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는 DAC, BECCS 및 해양의 철 비옥화, 개선된 일기 예보
및 해양 알칼리화와 같은 향상된 생물물리학 시스템이 포함됩니다.(Buesseler et al., 2008). 이
보고서는 DAC 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DAC 가 생태계 파괴나 농지 경쟁과 같은 외적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생 기업들이 현재 DAC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2 이들 대부분은 언젠가 주변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수천 수백만 대의 기계가 사용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런 기계를 대량 생산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것입니다. 기계 내부의 화학적 반응으로 CO2 를 추출합니다.
어떤 DAC 방법은 마르면 CO2 를 흡수하고 젖으면 배출하는 음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합니다(Lackner, 2013). 이 방법은 수지를 말리고 주변 공기에 노출하며, 습기에 노출되면
챔버로 이동시키고, 배출된 CO2 를 포집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젖은 포집
용액을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공학은 칼슘 및 수소 기반 용액으로
CO2 에 반응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보관용으로 정제한 CO2 를 배출하도록 분해되는 탄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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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 본문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United N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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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목록은 Air Miners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Air Miners, 연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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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릿을 만듭니다. 이 기업은 상업용으로 매년 100 만 톤의 CO2 를 포집하는데, 톤당
100~150 달러의 비용을 들여 CO2 를 포집, 정제 및 압축합니다(Keith et al., 2015).
포집된 탄소는 수백만 년 동안 석유와 가스를 격리해온 것처럼 적절한 지하 지질층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부 지지자들은 포집된 탄소를 사용하여 세기말 쯤 90 억 이상에
도달할 수도 있는 세계 인구에게 필요한 21 세기 도시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콘크리트, 골재와 같은 건축 자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포집된 탄소의 격리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집된 탄소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을 위한 잠재 시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능성 중 한 가지 제안인 Blue Planet 의 프로세스는 공기를 CO2 용해액에 통과시켜 칼슘
양이온(Ca2+)과 결합한 다음 탄산 칼슘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Constantz and Bewernitz, 2014).
탄산 칼슘은 종자 입자를 코팅하여 골재를 만들고, 이 골재는 그런 다음 시멘트와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만듭니다. Blue Planet 의 현재 시제품은 보도에 따르면 콘크리트 폐기물에서 추출한
칼슘을 사용하여 포집된 탄소로 만든 골재를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에 터미널 보수용으로
판매하여 수익3을 낼 거라고 합니다.4
DAC 는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발전소의 폐수에서 탄소를 추출하는 프로세스와는 다른 열역학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런 폐수의 CO2 농도는 약 30,000ppm(Zevenhoven and Kilpinen, 2001)이며,
세정기의 목표는 발전소에서 새어나오는 온실 가스를 거의 100% 추출하는 것입니다. DAC 는 훨씬
낮은 온실 가스 농도의 공기에서 작동하며, 이는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용한 DAC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를 통과하는 공기 중 CO2 의 약 절반만 추출하면
되므로 고효율 작업이 가능합니다. Lackner(2013)는 자신의 프로세스로 90%의 이론적 열역학
효율성에서 CO2 를 400ppm 에서 200ppm 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추산합니다. 그로 인한 에너지
요건은 낮습니다. 이론상 CO2 하한 값은 약 20kJ/mol 이며, CO2 분자를 생산한 연소로부터 배출된
에너지의 약 5%입니다. 또한, DAC 는 Lackner 의 수지를 건조하는 데 사용된 것처럼 낮은
등급(따라서 종종 낮은 비용)의 폐열만 필요로 합니다.
미래의 DAC 는 더 높은 열역학 효율성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기후 복원에 크게 기여하려면 거대
규모의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기에서 1Gt 의 CO2 를 추출하려면, CO2 농도를 400ppm 에서
200ppm 으로 낮추는 기계로 지구의 육지 면적 대부분을 20m 두께로 한 층 덮을 수 있는 양인
5,000Gt 의 공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추정 비용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행동에 의한 학습과 제조 및 운영 비용을 낮추는 대량 생산과 결합할 경우, 저비용 에너지와 기타
연료를 사용하여 약 50$/tCO2 로 직접 포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계는 약 500 억
달러로 5,000Gt 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매년 수백 만대의 무척 복잡하고, 많이
남용되고 있지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기계인 자동차를 파운드당 비용이 스테이크의 파운드당
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들의 라디에이터 역시 1 년에 약 5,000Gt 의
공기를 처리합니다. DAC 가 이런 수준의 비용 및 성능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매우
불확실합니다.

균형 고려
사람들은 기후 복원과 같은 잠재적으로 변화 무쌍하고 논란이 이는 주제에 대해 종종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정책 선호, 미래에 대한 기대, 세계의 작동법에 대한 정신적 모델,
가치 있는 목적이라는 일관된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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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Planet 의 CEO 인 Brent Constantz 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

가능한 기타 칼슘원에는 과량의 양이온으로 물을 생산하는 담수 처리 공장 및 폐수 설비에서 나온 소금물이
포함됩니다. 자연 발생 해수와 지질학적 소금물 또한 칼슘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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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면, 이런 세계관을 파헤쳐서 미래에 대한 한 가지 관점에 적합한 정책을 추구하지만 다른
미래가 생겨날 경우 어떻게 될까를 묻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표 2.1 은 일부 사람들이 “유토피아-디스토피아" 매트릭스라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van Asselt and Rotmans, 1997). 열은 두 가지 단기 정책의 선택, 즉 기후 복원을
추진하거나 그런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은 각각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거나(녹색 표시) 없는(연홍색 표시) 최소 한 개의 미래를 갖도록 선택된 관련 미래를 보여줍니다.
전자는 최소 몇 가지 경우에 “유토피아"라는 꼬리표를 붙일 자격이 있는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후자는 디스토피아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표
2.1 의 행들은 우리가 “기후 복원은 가능하다”, “기후 복원은 가능하진 않으나 잠재적인
촉매제이다”, “기후 복원은 가능하지도 않고 촉매제도 아니다”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세 가지
미래를 나타냅니다. 3 장에 나오는 이 연구의 모델링 실행은 더 정확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미래들이 기후 복원 목표의 추구가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추구는 실제로 기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00ppm 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목표의 추구는
300ppm 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네거티브 배출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대중의 노력 확대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표 2.1 의 첫째 행에서 지적한 대로, 21 세기 중에 실제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00ppm 으로
줄이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은 경우에 있어서(아래에서 설명된 대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2°C 와 같은 다른 기후 목표를 충족하는 것은 기후 복원의 부산물 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 300ppm 에 도달하는 것은 세기말까지 세계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기후 복원은 파리 협정 목표에 명시된 기후 영향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기후
영향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는 친숙한 경계를 넘어서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많은 프로세스들은 수십 년 이상 소요되는 규모(예: 해양 온난화, 대륙 빙하의 용해,
생태계의 변화)로 작용합니다(Applegate et al., 2015; Hansen et al., 1984). 과학은 온실 가스 농도의
상승 효과를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몇 미터의 해수면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의 불가역적 용해와 같은 파국의 임계값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Alley et al., 2005; Kriegler et al., 2009). 또한, 몇 년 동안
안전해 보이는 온실 가스 수준이 몇 십 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 복원은
성공할 경우 확률은 낮지만 기후 영향의 매우 큰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표 2.1 의 두 번째 행에서 지적한 대로, 300ppm 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된다 해도 기후
복원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대중의 노력 확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배출 기술의 사용 노력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탈탄소화에 관한 비교적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2°C 목표를 어느 정도는 충족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배출 기술은 더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해질수록 한 개 이상의 탈탄소화 경로의 실패에 대해 더 많은 위험 회피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2°C 목표 달성을 더 가능하게 만듭니다.
표 2.1 해당 목표와 일치하거나(녹색) 일치하지 않는(연홍색) 미래의 기후 복원 목표 결과를 시사하는
유토피아-디스토피아 매트릭스
단기적 조치
미래 세계

기후 복원 가능

기후 복원 추구

•
•

기후 변동 위험 감소
다른 기후 목표 충족

o

관리해야 할 추가 위험:
온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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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복원 추구 안 함

•
•

기후 변동 위험 증가
다른 기후 목표 충족 가능성
감소(도덕적 해이)

o
o
o

네거티브 배출에 과잉 의존
자금 조달 요구와 가용 수입
사이의 일시적 불일치
일회성 대규모 네거티브 배출
줄이기

기후 복원은 가능하지 않으나 잠재적인 더 많은 이유로 인해 2°C 목표
촉매제임
충족 가능성 증가
•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대중의
노력
• 네거티브 배출 기술에 관심

다른 기후 목표 충족
가능성 감소(도덕적 해이)

관리해야 할 추가 위험:
o 우아하게 실패할 수 없음
기후 복원은 가능하지도 않고 촉매제도
아님

•
•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 없는
노력에 자원 낭비
다른 기후 목표 충족 가능성 감소

•
•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 없는 노력
회피
더 효과적인 작업으로 자원 분산
회피

이 연구는 2°C 에 대조되는, 기업가들과 금융가들로 하여금 네거티브 배출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기후 복원 목표가 암시하는 추가 기회의 정도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한 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기후 변화의 대체 체재로 기후 복원이 대중의 노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기후 복원 지지자들은 다른 기후 목표는 인간의 손해를 제한하는 게 목표지만 기후 복원은 화석
연료에 의해 시작된 산업 혁명 시작 이전의 상태로 지구의 기후를 되돌리는 게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새 기술의 흥미진진함을 강조합니다. 후자와 관련해 심리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받았을 때에만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5 기후 복원은, 특히 포집된 탄소가 지하에 격리되기보다 건축 자재로 재활용되는
정도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루기 힘든 과제로 보일 수 있는 것에 외견상 우아하고 해롭지 않은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기후 복원은 대기를 초기의 덜 오염된 상태로 되돌린다는 목표와 함께
순수성의 감각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넓게 보면, 환경 사상가 Jedediah Purdy(2015)는
수백 년에 걸친 미국의 환경 사상을 인간이 노동과 창의성을 제공할 경우 자연이 인간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섭리학파(Providential), 깨끗한 자연의 미적 영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낭만학파(Romantic), 자연을 과학적 관리를 요하는 자원들의 창고로 바라보는
공리학파(Utilitarian), 자연을 인간의 개입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반응하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생태학파(Ecological)와 같이 특징적인 4 개 학파로 정의합니다.
지지자들은 기후 복원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섭리학파와
공리학파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며, 생태학파에게는 통하지 않으며 낭만학파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행동결정학에서 볼 때, 다수의 증거는 위험 정보와 특정 계획의 결합이 인지된 위험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행동 변화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암시합니다(Fischhoff and Davis, 2014). 이런 사실은 특히 보건
영역(Leventhal, 1965; Witte and Allen, 2000)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기후 위험 대화록(Pidgeon and Fischhoff,
2011)에서도 발견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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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표 2.1 의 세 번째 행은 기후 복원이 가능하지도 않고 촉매제도 아니라면 기후 복원을
추구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고 다른 기후 목표를 충족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은
당연하게도 제한적입니다. 기후 복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더 중대하다고 입증될 수 있는 다른
기술에 대한 단기적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기에서 CO2 를 제거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은 우선 단기적으로 비용을 들여 온실 가스를
방출하지 않으려는 대중의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입증될
기후 복원 목표를 채택할 경우 다른 야심찬 기후 정책 목표의 타당성을 폄하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가능하거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후 복원을 추구할 경우에도 표 2.1 의 처음 두 행에서
지적한 대로 관리가 필요한 추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기후 복원이 제기하는
전반적인 균형이 이 보고서의 남은 부분의 주제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델과 그 이후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고, 표 2.1 내의 미래를 수량화하고, 위험과 보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단기적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우리는 기후, 기술 및 경제가 심히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기후 복원의 단순한 시뮬레이션 모델 기반 평가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불확실성 하에서
주요 위험 관리 방법이자 강력한 의사 결정(RDM)이라 불리는 다중 시나리오 결정 분석
프로세스에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Lempert et al., 2003; Lempert et al., 2006). 이 연구는 DAC
기술을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들어 주는 기술적 역량을 정말로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않는 미래와
비싸거나 비싸지 않은 탈탄소화 옵션과 함께 기술이 존재하는 미래를 포함하여 타당해 보이는
다양한 미래를 대상으로 기후 복원 목표를 추구한 결과를 탐구했습니다. 이런 탐구는 표 2.1 에
대략 제시된 트레이드오프를 수량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필연적으로 현실(특히 여기서 사용된 현실)의 제한된 추상화이기 때문에, 이
연구 역시 시뮬레이션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들이 연구의 결론에 어떻게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델링이 DAC 를 유일한 네거티브 배출의 근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논의된 것은 이토록 좁은 초점에서부터 일반화하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다중 시나리오 모델링은 매우 다양한 미래를 탐구하지만 각
시뮬레이션의 실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무시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목표가
충족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입증되기 때문이거나 단기 목표가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기술적 돌파구를 촉진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뀜에 따라 기후 정책 목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되게 하는 경로를 질적으로만 탐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뮬레이션 다중 시나리오 모델링과 이 모델링이 지지하는 해설은 세 범주의
질문에 대해 초기 답변을 제공합니다.
1. 기술 비용, 성능 및 기타 요인에 관한 가정들의 어떤 조합이 기후 복원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와 일치하는가?
2. 기후 복원이 촉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기후 복원의 위험은 실현 가능하거나 촉매제로 보이는 미래에서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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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 실험

많은 RDM 실행처럼, 이 연구는 모델 개발과 데이터 수집을 유도하기 위해 “XLRM”
프레임워크(Lempert et al., 2003)를 채택했습니다. 표 3.1 에 나와 있는 XLRM 프레임워크는 관련
요인들을 의사 결정 중심 분석의 구성요소로 체계화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문자 X, L,
R, M 은 RDM 분석에 중요한 요인들의 4 가지 범주를 나타냅니다. M 은 의사 결정자가 도달하려는
목적을 수량화하는 매트릭스이고, L 은 의사 결정자가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 X 는 정책 선택과 결과 사이의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 R 은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종종 예시되는 불확실성과 수단에 대한 결과들의 관계입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특별한 기후 복원 목표를 추구하는 단기 결정을 정책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분석은 그런 다음 이런 선택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탐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4 가지 기후 목표 중 하나를 추구하는 선택을 정책 수단(L)으로 간주합니다.
• 2°C: 2100 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C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 복원 2050: 2050 년까지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280ppm 으로 줄입니다.
• 복원 2100: 2100 년까지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280ppm 으로 줄입니다.
• 복원 2100 및 2°C: 2100 년까지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280ppm 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C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우리는 기후 목표를 추구하는 단기적 의사 결정이 두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첫째, 이
의사 결정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탄소화와 탄소 포집을 결합하는 계획된 경로를 따라
사회를 이끕니다. 둘째, 이 의사 결정은 해당 경로를 따라가는 데 필요한 단기적 연구, 투자 및
정책을 촉진합니다. 이 분석은 각 목표와 일치하는 배출 감소, 탄소 포집 및 격리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비용, 재무 흐름 및 온도/농도 경로를 결과로 보고함으로써 첫 번째 영향을
다룹니다. 두 번째 영향을 다루기 위해, 이 연구는 단기적 목표 추구 행위가 탈탄소화 및 DAC
기술의 미래 비용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고려했습니다.
이 목표의 영향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2016 동적 통합 기후-경제(DICE)
모델을 우리의 관계(R)로 사용합니다(Nordhaus, 2017-a). DICE 는 Ramsey 경제 성장 모델과
단순화한 기후 시스템의 표현을 결합하는 고도로 종합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합 평가
시뮬레이션입니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2016). DICE 는
기존의 단일 목표 및 공리적 사회 복지 관점에서 최적의 장기 온실 가스 완화 경로를
계산합니다(Adler et al., 2017). 이 연구는 정책 수단을 최적화에 대한 제한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표 3.1 주요 분석 요인
불확실성(X)

정책 수단(L)

DICE 모델 매개변수:
• 기후 민감도[2°C, 3.1°C, 4.5°C]
• 온실 가스 감소 비용[225, 450, 650$/tCO2]
• 탄소 포집
o 비용[50, 200, 500$/tCO2]
o 확산 속도[5, 10, 15%/년]
• 격리된 탄소의 반감기[150, 5,000 년]
• 탄소 제품 시장
o 한계 비용[0, –50$/tCO2]

목표:
• 2°C
• 복원 2050
• 복원 2100
• 복원 2100 및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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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 규모[1, 10GtC/년]

후 처리 모델 결과 매개변수:
• 복원 목표 영향 대상
o 감소 비용
o 탄소 포집 비용
관계(R)

•

매트릭스(M)

DICE 모델
o 탄소 제거 포함 변경 사항 및 두 가지 유형의 격리
o 현재 가치 사회 복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된 감소 및
탄소 포집 궤도

•
•
•
•
•

순수 현재 가치 사회 복지
감소 및 탄소 포집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
기후 변화로 인한 손해
최대 지구 온도 및 대기 농도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는 최대 연간 비용

온도 목표는 2100 년부터 유지되는 상한 임계값으로 정의되는데, 이 값은 초과 임계값의 허용된
크기와 지속 기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파리 협정과 같은 대부분의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와 일치합니다(Geden and Löschel, 2017). 복원 목표는 지정된 날짜(2050 또는
2100)부터 유지되는 상한 임계값과 유사하게 정의됩니다.
Keller, McInerney, Bradford(2008)의 이전 작업은 DAC 를 DICE 모델에 포함하였습니다. RDM
분석에 이 모델을 채용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Keller, McInerney, Bradford(2008)의 두 격리옵션에
대한 주장, 즉 한 개는 지하 나머지 한 개는 건축 자재(예: 골재와 시멘트)를 추가합니다. 부록은
모형 방정식의 전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DICE 모델은 DAC 기술을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직접 줄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DAC 가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고(3.64 EJ/GtCO2 가 대기에서 제거됨), 포집된 CO2 톤당 비용이 일정하며,
연간 사용 성장률이 최대라고 가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연구에서 원래 Keller,
McInerney, and Bradford(2008)에 포함된 행동에 의한 학습으로 인한 비용 감소는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추정된 DAC 비용은 학습이 발생한 후의 점근값을 나타냅니다. 이런 단순화는 단기적으로
포집된 탄소의 양을 과대평가하지만 누적 계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에
의한 학습으로 모델 버전을 실행할 때는 비용이 초기로부터 점근값을 향해 상당히 떨어진 후에야
90% 이상의 탄소가 포집됩니다.
이 모델에서 DAC 로 포집된 탄소는 지하에 격리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포집 비용에 포함된
일정한 단위 비용과, 누적 저장에 비례하며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에 추가되는 누출률로 이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DAC 로 포집한 탄소는 건축 자재에 격리될 수도 있는데, 이 프로세스는
이런 자재를 판매함으로써 올리는 잠재적 수입을 반영하는 데 부정적일 수 있는 일정한 한계
비용과 그런 모든 판매를 위한 최대 연간 시장 크기(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한 것으로 가정됨)를
나타냅니다.
DICE 는 2015 년부터 5 년 단위로 시작해 2260 년에 끝나는 목표 기간 동안 감소 및 탄소 포집에
사용된 일련의 시간을 계산합니다. 각각의 계산된 경로는 지정된 기후 정책 목표를 충족하며 단일
목적의 효용함수를 사용하여 사회 복지의 순수한 현재 가치를 최대화합니다. 추가
메트릭스(M)로서, 이 모델은 지구 온도, 온실 가스 농도, 기후 변화로 인한 손해와 함께 이런 기술의
연간 사용율과 비용을 보고합니다. 이 모델은 또한 해당 연도의 최대 비용, 온도 및 온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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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보고합니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대체 경로와 대체 기후 목표 추구의 잠재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이런 매트릭스를 사용했습니다.
DICE 모델의 1 회 실행은 세계의 실행 가능한 많은 미래 상태 각각에 대해 기후 목표의 선택으로
제한된 최적의 감소, 탄소 포집, 격리 시간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시리즈는 표 3.1 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개의 불확실성(X) 각각에 대한 값의 집합으로 표현된 가정된 미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의 미래에서 이 모델은 완벽한 정보를 전제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합니다. 각각의
탈탄소화 경로는 배출 억제율 시간 시리즈로 표현되는데, 0% 억제는 어떤 기간에도 화석 연료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일치하며, 100%는 재생 가능 연료, 즉 핵 발전과 기타 탈탄소화 옵션의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혼합을 사용한 완전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과 일치합니다. 이 연구는 단기적 경로가
어떻게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 회피를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는 적응 경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를 계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Keller et al., 2004). 오히려 이 연구는 다양한 미래의
최적 경로들을 비교함으로써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불확실한 입력 매개변수들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기후 민감도 모델
입력 매개변수 값의 불확실성은, 높은 매개 변수 값이 동일한 누적 배출량의 증가에 더 큰 온난화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2C 목표에 도달하게 어렵기 만듭니다. 이 모델은 온실 가스 감소 비용을 배출
억제율의 2.6 제곱지수 함수로 표현하며, 무탄소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믿을 수 있고 값싼 에너지
공급이 더욱 어려워짐을 나타냅니다. 이런 비용의 불확실성은 제곱 함수의 상한 계수로 표현되며,
기후 목표 충족의 최적 감소량에 영향을 줍니다. 이 상한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기술이
발전하면 줄어듭니다. DAC 의 비용과 성능의 불확실성은 대기에서 1 톤의 CO2 를 추출하는 데 드는
일정한 비용과 연간 탄소 추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최대 속도(확산 속도)에 의해 표현됩니다.
DAC 가 생산하는 탄소 시장의 불확실성은 추출된 탄소의 톤당 부(예: 수익)의 비용과 수익 창출
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탄소의 양에 대한 연간 최대치에 의해 표현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매개변수들은 모두 기후 목표 충족 시 탄소 포집의 최적 양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모델은 상품으로
팔리지 않은 모든 탄소가 지하에 격리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발전소 폐수에서 포집된 모든
탄소를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DAC 의 저장 요건과 화석
연료 사용 발전소에서의 탄소 포집 사이의 모든 잠재적 갈등을 미래 작업 시 필요한 고려 사항으로
남겨둡니다.
표 3.1 에 나와 있는 기후 민감도와 온실 가스 감소 비용 값은 보고된 추정치의 합리적인 하위
집합을 포괄합니다(예: Olson et al., 2012; Drouet, Bosetti, and Tavoni, 2015; Knutti, Rugenstein,
and Hegerl, 2017). 탄소 포집 비용과 확산 속도의 범위는 최근 평가(National Research Council,
2015)와 기업가 및 옹호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제공된 값을 반영합니다.7 탄소 제품 수익과 시장
규모의 범위는 그런 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값부터 기업가와 옹호자들이 구상한 값까지
포괄합니다.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4 개의 모든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전체 범위를 고려하고,
2°C 와 복원 목표 둘 다에 대한 DAC 비용 및 성과에 대한 동일한 가정 범위를 고려합니다.
모델 결과의 후 처리에서, 우리는 또한 표 3.1 에서 지적된 대로 단기적인 기후 복원 목표 추구가
미래의 저비용 탄소 포집 기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미래의 저비용 감소 기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매우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두 개의 불확실한 추가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분석의 이 부분은 4 장 끝 부분의 박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변형된 DICE 모델은 파이썬(Python)의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
Pyomo 에서 비선형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대규모 비선형 최적화를 위해 내부 점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IPOPT 로 풀어집니다. DICE 모델은 완벽한 정보를 전제로 각 미래에서
최적의 감소 및 탄소 포집 궤도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7 개의 불확실성에 대한 완전 요인 설계를
7

Brent Constantz, Peter Eisenberger, David Keith, Klaus Lackner 의 매우 유용한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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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여 4 개의 정책 수단 각각을 고려, 전 세계 34 x 23 = 648 개 미래 상태 각각에서8 DICE
최적화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실행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각 항목은
하나의 미래와 그로 인한 결과에서 하나의 기후 정책 목표를 표현합니다. 4 장은 시각화와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요약합니다. 모델 코드와 모델 입력 및 출력 데이터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들 중 한명으로부터 제공이 가능합니다.

8

각각 3 개의 가능한 값을 가진 4 개의 불확실한 매개변수와 각각 2 개의 가능한 값을 가진 3 개의 불확실한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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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는 이 다중 시나리오 RDM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기후 복원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미래와 일치하는 상태, 기후 복원 목표가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 기후 복원의 위험이
가능하거나 촉매제처럼 보이는 그런 미래에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탐구합니다.

기후 복원이 가능한 조건
다중 시나리오 분석은 복원 2050 목표보다 복원 2100 에 이르는 경로가 더 많고, 2°C 보다 복원
2100 에 이르는 경로가 더 적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림 4.1 은 세계의 많은 미래 상태 각각에서 복원 2050 과 복원 2100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기 지구 농도 경로를 보여줍니다.9 복원 2100 목표는 아주 많은 경로를
생산합니다. 일부 시나리오는 2100 년 경 280ppm 으로 급속히 떨어지기 전 2075 년 경 600ppm
이상 농도로 올라갑니다. 다른 시나리오들은 세기말이 되기 얼마 전(2060 년이나 2075 년 경)
280ppm 으로 떨어지기 전에 435ppm 보다 더 높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복원 2050 은
제한된 범위의 경로에서만 달성 가능하며, 435ppm 이하에서 정점에 도달한 다음 급속히 떨어져
세기 중반의 목표를 충족합니다.
사회경제적 타당성 중 하나의 척도로, 우리는 이런 기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가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지가 제한적이라고 가정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회가 기후 목표, 즉 온실 가스 완화와
탄소 포획 및 격리, 탄소 기반 제품을 통한 더 적은 수입을 충족하기 위해 쓰는 연간 비용이 대략
세계가 현재 군비 지출에 쏟아 붓는 국내 총생산(GDP)의 일부에 불과한 연간 세계 총생산의 2%를
절대 넘지 않는 경로들만 승인할 거라고 가정합니다(World Bank, 연대 미상). 이 값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꺼이 쏟아 부을 자원과 관련된 한 가지 판단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2 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승리를 위해 GDP 의 약 40%를 쏟아 부었습니다(Chantrill, 연대 미상).
그림 4.1 은 녹색을 사용하여 이 2%의 GWP 척도를 충족하는 경로들을 표시하고, 빨간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도들을 표시합니다. 녹색 경로는 기후 복원이 가능한 표 2.1 의 미래와 일치합니다.
이 2% GWP 제한은 실현 가능한 경로들의 일부를 크게 제한합니다. 표 4.1 은 4 개 목표 각각을
충족시키는 저비용 경로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복원 2100 의 경로 중 약 11%는 2°C 목표의 2%와
달리 매년 이 2% GWP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또한 이런 비용
제한과 일치하는 복원 2050 경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로 개수는 다양한 불확실성의 결합
가능성에 의존하므로 확률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이 모델은 모든 미래에서 해결될(즉,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림 4.1 은 이 모델이 해결할 수
있는, 특히 2,592 개 중 2,105 개(약 78%)의 미래만 보여줍니다.
9

13

그림 4.1. 복원 2050 및 복원 2100 목표를 위한 농도 경로

참고: 녹색 및 빨간색 색상은 GWP 2% 내외의 비용이 드는 경로를 표시합니다.

표 4.1 저비용 경로의 비율
목표

전체 경로 중 비율

2°C(DAC 사용)

21.9%

2°C(DAC 미사용)

11.1%

복원 2050

0.0%

복원 2100

11.4%

복원 2100 및 2°C

11.6%

오히려, 이 개수는 비용 한계 내에서 목표를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을 시사합니다.10 2°C
및 복원 2100 목표를 결합하면, 상대적으로 복원 2100 과만 관련된 것에 비해 저비용 개수가 약간
증가하는데, 이는 다른 경우 온실가스 농도를 급격히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 목표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전에 높이 올라가게 둠으로써 세기말에 GWP 2% 비용임계값을 초과했을 일부의
미래에서 결합된 두개의 목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용을 평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1
그림 4.1 에 나오는 이런 패턴은 GWP 의 2% 비용 제한의 정밀한 값에 비교적 둔감합니다. 그림
4.2 는 4 개의 모든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연간 최대 비용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복원 2050 목표는
그림 4.5 에 나와 있는 것처럼, RDM 분석은 종종 부정확한 확률을 사용하여 처음에 입력할 때보다는
오히려 분석이 끝날 때 대체 정책 옵션들을 구별합니다.
10

11

이 연구는 DICE 모델에 GWP 2% 임계값이라는 제약 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델이
대부분의 미래에서 기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가 거대한 실행 세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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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비용이 GWP 의 3.3% 미만인 경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C, 복원
2100, 복원 2100 과 2°C 목표의 분포는 대략 모두 비슷하며, 비용 제한을 충족시키는 많은 경로를
갖습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4 개의 모든 목표가 GWP 의 15% 이상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연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 4.2 는 사회가 GW 의 10~20%를 기후 복원
노력에 기꺼이 쏟아 붓는다면 기후 복원으로 가는 더 많은 경로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비용 한계가 GWP 2%인 경우, 어떤 조건에서 이런 목표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림 4.3 은 다양한
기후 목표를 지향하는 저비용 경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들의 결합을 인식하는
통계적 “시나리오 발견” 분석 결과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Lempert, 2013).
그림 4.2 648 개 미래 각각에서 각 기후 목표를 충족하는 연간 최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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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GWP 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비용으로 2°C, 복원 2100, 복원 2100 과 2°C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

2°C 및 복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요약하는 3 개의 시나리오가 이 분석에서
도출됩니다. 저비용 경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에 속합니다.
1. 2°C 의 기후 민감도와 300$/tCO2 이하의 감소 비용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 낮은 기후
민감도와 감소 비용 시나리오
2. 포집 비용 50$/tCO2 에 약 50$/tCO2 에 판매되는 10GtC/yr 의 포집된 탄소 시장 규모의
최고의 탄소 포집 시나리오
3. 포집 비용 50$/tCO2 에 감소 비용이 300$/tCO2 이하이며 DAC 기술 확산 속도가 연간 10%
이하인 저비용 포집 및 감소 시나리오
표 4.2 에 나와 있는 것처럼, 2°C 목표의 저비용 경로는 일반적으로 낮은 기후 민감도 및 감소 비용
시나리오나 최고의 탄소 포집 시나리오에 속합니다. 복원 2100 또는 복원 2100 및 2°C 목표의
저비용 경로들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탄소 포집 시나리오나 저비용 포집 및 감소 시나리오에
속합니다. 어떤 경로가 이런 시나리오들 중 하나를 정의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고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분석은 표 2.1 의 “기후 복원이
가능하다”는 미래는 표 4.2 에서 정의된 최고의 탄소 포집 또는 저비용 포집 및 감소 시나리오와
일치함을 시사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은 또한 아래에서 이점 및 비용이 논의됨을 알려줍니다.
표 4.2 기후 목표와 그 포괄성의 밀도/보상 범위 -> 범위
목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2°C

낮은 기후 민감도 및 감소 비용
시나리오

최고의 탄소 포집 시나리오

D/C = 96%/49%

D/C = 51%/35%

16

시나리오 세트

D/C = 83%/70%
두 경우 모두에 공통된 사례:
• 전체 사례의 2%
• 저비용 사례의 8%

복원 2100

복원 2100 및 2°C

최고의 탄소 포집 시나리오

저비용 포집 및 감소
시나리오

D/C = 69%/50%

D/C = 83%/41%

최고의 탄소 포집 시나리오

저비용 포집 및 감소
시나리오

D/C = 91%/74%
두 경우 모두에 공통된 사례:
• 전체 사례의 2%
• 저비용 사례의 16%
D/C = 88%/73%
두 경우 모두에 공통된 사례:
• 전체 사례의 2%
• 저비용 사례의 16%

참고: D/C = 밀도/범위.

표 4.2 는 또한 시나리오에 “일반적으로 속하는” 저비용 경로가 있다는 진술의 정량적 측정을
제공합니다. 이 표는 각 시나리오의 밀도 및 범위 매트릭스를 보여줍니다(Bryant and Lempert,
2010). 밀도는 실제로 저비용인 각 시나리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로의 비율입니다. 범위는 각
시나리오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저비용 경로의 비율입니다. 시나리오 발견 분석이 다양한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덜 중요한 요인들을 확인한다는 점 또한 유념하십시오. 특히 지하에 격리된
탄소의 반감기는 고비용 기후 복원 경로와 저비용 경로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추가 위험 관리
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에서도, 기후 복원 추구는 특히 초과 위험과 감소된 탈탄소화 장려책과
같은 역효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은 이런 위험을 확인하여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초과 위험은 어떤 경로를 통해 지구 온도나 농도가 DAC 가 안전하게 되돌려 놓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람직한 경계를 지나 상승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위험은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복원 2100 경로를 통해 그림 4.4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가 3°C
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로는 기후 민감도가 낮은 미래에서 발생합니다. 이 연구는 기후
영향의 불확실성을 기후 변화의 함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민감도 역시 바뀐 지구 온도의
사회 복지 영향의 대용물입니다. 낮은 기후 민감도는 높은 온도에서 받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2°C 경로를 통해 기후 민감도가 낮고 DAC 가 저비용인 미래에
농도가 매우 높이 올라갈 수 잇습니다. 이런 미래에는, 모델이 세기말에 대기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추출하도록 기다림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순 현재 가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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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다양한 목표를 위한 농도 및 온도 경로

경로들의 집합들은 둘 다 잘못된 가정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가 처음에 더 높은
농도를 허용하는 복원 2100 경로를 시작한 후에 기후 민감도가 기대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커다란 기후 손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가 고농도 2°C 경로를 시작한 후에 기후
민감도나 DAC 비용이 기대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상당한 기후 손해를 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초과 위험 가능성은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 관리 방법에 기후 복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림 4.4 는 결합된 복원 2100–및–2°C 목표 추구가 표 4.1 에
나와 있는 저비용 경로의 일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초과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후 복원이 촉매제가 되는 조건
지지자들은 기후 복원을 널리 퍼진 DAC 사용 가능성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대중의 노력을
증대하도록 도와주는 촉매제라 생각합니다. 반면, 네거티브 배출 기술의 추구가 글로벌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장려책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의존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Anderson and Peters, 2016). 종종 도덕적 해이라 불리는 이런 우려는
자신의 행동 결과로부터 자신이 보호된다고 믿을 경우 무책임하게 또는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작은 홍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방을 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도가 높은 범람 습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복원이 촉매제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역으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DAC 사용이 정말로 더 많아지는 경우, 시뮬레이션이 상당한 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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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특히, DAC 기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델 실행의 비교를 통해
DAC 가 현재 2°C 목표를 달성하고 극단적인 기후 손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 경로를 여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DAC 없이 DICE 모델을 실행할 경우, 우리의 분석은 2°C 목표를 충족시키는 좁은 기회만 보여줄
뿐입니다. 표 4.1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델이 DAC 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때보다
사용하도록 허용될 때 고려된 경로의 두 배가 2°C 목표를 충족합니다. DAC 를 사용할 경우, 낮은
기후 민감도와 감소 비용 또는 최고의 탄소 포집 시나리오 모두 2°C 목표를 지향하는 저비용
경로를 제공합니다. DAC 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자의 시나리오에 있는 경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DAC 의 가용성은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 위험을 줄이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림 4.1 에서
저비용 복원 2100 경로의 약 13.5%가 세기말 전에 280ppm 에 도달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림 4.3 의 시나리오 발견 분석은 낮은 DAC 비용과 기후 민감도를 복원 2100 목표의 조기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이라고 확인합니다. DAC 비용이 낮고(50$/tCO2) 기후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4.5°C), 기후 변화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어 세기말 전에 가장
저비용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복원 2100 목표로 촉진될 수 있는 탄소 포집 용량이
높은 기후 민감도가 위험한 기후 변화를 위협하는 미래에 농도를 더 빠르게 줄이는 추가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런 결과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를 결부시키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탈탄소화 비용과
완화되지 않은 기후 변화의 영향의 결합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인해 기후 변화라는 도전에 대해
매우 다른 4 가지 견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Morton(2015)과 Wagner and Weitzman(2015)의
지적과 같이, 많은 옹호자들은 두 개의 덜 도전적인 결합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는 기후 변화가
심각한 손해를 유발하지만 배출 감소 비용이 작은 결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출 감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손해가 거의 없는 결합입니다. 전자는 친환경적이 되기 쉬운 시나리오라
부를 수 있습니다.12 또한, 또 다른 두 개의 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와 탈탄소화 비용 모두
낮은 결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탈탄소화 비용과 기후 손해가 모두 큰 결합입니다. 심각한 문제
시나리오라 부를 수 있는 후자의 결합은 DAC 의 증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증될 수 있는
결합입니다. 그러나, 기후 복원 추구가 친환경적이 되기 쉬운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심각한 문제 시나리오를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지만 친환경적이 되기 쉬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후 복원 목표의 설정은 연구, 투자, 필수 기술 및 정책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비용 네거티브 배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한 목표의 동시 설정이 연구, 투자, 정책 집행,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및 정책과 동떨어진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비용 탈탄소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하십시오. 도덕적 해이는 기후 복원 목표 추구의 순수한 결과가 어떤 시나리오의 결과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시나리오의 발생을 줄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림 4.5 는 이런 균형을 보여줍니다(이 그림을 발생시킨 계산에 대해서는 이 장의 끝에 있는 박스
참조). 탈탄소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확신하는 경우, 저비용 DAC 가능성이 낮다 해도 의사
결정자들은 심각한 문제의 개선된 예상 결과가 친환경적이 되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보다 더 크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 되기 쉬운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이미
있을 경우, 의사 결정자들은 기후 복원 목표에 전념하기 전에 저비용 DAC 가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시나리오와 친환경적이 되기 쉬운 시나리오 모두 커다란 기후 영향을 받을

위에서 논의된 낮은 기후 민감도와 감소 비용 시나리오는 친환경적이 되기 쉬운 시나리오의 특별한
사례임을 유념하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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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촉매 기후 복원의 균형은 기후 영향이 작은 사례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림 4.5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비용 DAC 의 가능성을 더 요구합니다.13
그림 4.5. 복원 2100 목표 추구가 모럴 해저드를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조건

표 4.3 그림 4.5 에서 사용된 각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미래에 대한 매개변수 값

기후 민감도
온실 가스 감소 비용

낮은 값

높은 값

2°C

4.5°C

225$/tCO2

650$/tCO2

표 4.4 최고 및 최악의 DAC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미래의 매개변수 값
최고의 DAC

최악의 DAC

포집 비용

50$/tCO2

500$/tCO2

확산 속도

15%/년

5%/년

반감기

5000 년

150 년

–50$/tCO2

0$/tCO2

제품 원가

그림 4.1 의 색상과 같이, 여기서 지정된 숫자들은 낮은 비용인 GWP 의 2%라는 오히려 임의적인 정의에
확실히 의존하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이 값에 둔감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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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10G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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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tC

정책 지속성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오늘날의 기후 정책은 수십 년 간 지속될 수 있는
조치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일부 정책 개혁안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끈 반면 다른 개혁안들은 장기적인 효과 없이 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지속되는
개혁안들은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안을 돕고 지원하는 지지층을 만듭니다(Patashnik 2003,
2008). 이런 지지층을 만들어내는 기후 정책은 21 세기 동안 탈탄소화 속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Lempert, 2007; Isley et al., 2015).
기후 복원은 그런 정책 지속성을 장려하는 일부 기능과 그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후 복원 목표 추구는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고 잠재적으로 탄소
기반 건축 자재를 세계의 개발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데 연간 매출의 수십 억 달러를 쏟아 붓는
산업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산업과 그 소비자들은 기후 복원 목표 도달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 투자 및 연구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지층을 대표했습니다. 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배출의 성장을 필요로하지만, 이는 사회적 관적으로 보았을때 이득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대기 농도가 일단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거대한 네거티브 배출 산업은 이런
농도를 안정화하는 적절한 수준에 대한 사회의 판단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산업에 대해 적절한 매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복원은 공공재, 즉 그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대표합니다. 사회는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탄소 가격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기후 복원에 자금을
댄다고 가정해보십시오. 환경적 손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불하는
그런 “오염자 부담” 원칙은 종종 그런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적 자원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정치적인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그림 4.6 은 따라서 감소 비용(225$ 및 650$/GtCO2)과 지하에 격리된 탄소의 반감기(150 년 및
5,000 년)에 대한 다양한 가정과 함께 복원 2100 목표로 이끄는 다섯 개의 경로에 대해 온실 가스
완화부터 기후 복원까지의 순 수입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든 것은 저비용으로
기후 복원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감소 비용이 많이 들 때(두꺼운 선),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로는
DAC 의 강렬한 폭발(몇 십 년 동안)을 일으켜 어떠한 탄소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투자를 기후 복원으로 끌어들입니다. 격리된 탄소의 짧은 반감기(150 년)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로에서 이와 같은 직접 포집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감소시킵니다. 이와 같은 기후와
관련되지 않은 자금의 거대한 유입 필요성은 기후 복원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DAC 가 확산되면 이런 집중적인 자금 요구가 줄어들겠지만, 또한 전반적인
경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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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선택된 미래의 탈탄소화와 탄소 포집 간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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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분석

간단한 정책 실험으로 기후 복원을 추구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제시되거나 회피되는 조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 본문에서 논의한 탈탄소화 비용 및 기후 영향에 관한 가정들의 네 가지 조합 각각과
(2) 최상 및 최악의 사례 DAC 시나리오를 대표하는 미래를 하나씩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표 4.3 및 4.4 는 이러한 대표적 시나리오에 대한 매개변수를 보여줍니다. 이
모델에서는 위와 같은 여덟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서 2°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순 현재값(
로
표시됨)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C= Costly 와 Inexp 는 각각 고비용 및 저비용 탈탄소화를, D =
Best 와 Worst 는 각각 최상 및 최악의 사례 DAC 를, s = Large 와 small 은 각각 크고 작은 기후
피해를 의미합니다. 사전 확률 PCostly 및 PBest 는 각각 고비용 탈탄소화(표 4.3) 및 최상의 사례
DAC(표 4.4)의 확률을 의미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두 가지 사전 확률로 구성된 함수의 경우, 크고
작은 기후 피해에 대하여 2°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순 현재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후 복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기대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최상의 사례 DAC 의 확률을 높여주나 저비용
탈탄소화 확률이 똑 같은 퍼센트로 줄어들면서 다음과 같이 새 확률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ɛ 는 목표 설정이 두 가지 확률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기후
복원을 달성하고자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기대값이 변경됩니다.

이 차이는 기후 복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기대값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했으며 실제로
이동한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순 기대 수익이 0 보다 클 경우 기후 복원을 달성하고자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게 됩니다. 즉
가 0 보다 커집니다. 그림 4.5 는 이 조건이 충족되는
사전 확률의 집합과, 그 결과 의사 결정권자가 기후 복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대값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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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권고사항

지난 250 년 동안 인간의 활동 범위와 규모는 약 50 배 커졌습니다. 산업 혁명 시작 시 인류는 약
10 억 명이었고, 1 인당 연평균 수입은 100 달러, 1 인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100 배럴,
주로 나무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70 억 명 이상이며, 연평균 수입은 6,000 달러,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5,000 배럴에 달하며, 주로 석유와 기타 온실 가스 배출 화석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로 인한 인류 복지의 커다란 향상은 또한 대기에 열을 가두는 온실 가스의 축적으로
인해 기후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이런 가스들의 덩어리가 수 세기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어 모든 배출이 오늘 당장 중단된다 해도 기후는 계속 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후가 산업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파리 협정의 2°C 목표 충족은 커다란 도전을 대표하며, 세계 도처에서 기술 및 행동의 변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기를 요구합니다. 사회가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후 복원 또한 광대하고 불확실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토록 훨씬 더 야심찬
목표의 추가가 기후 변화 도전에 대처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후 복원에 대한 관심은 위험 감소, 도덕적 투명성 및 “상향식” 혁신의 증가된 기회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대중이 기후 행동에 헌신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에 의해 동기 부여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지지자들은 기후 복원의 추구가 2°C 목표와 같이 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그리고 사실상 필요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기후 복원은 인류가 높은 수준의 대기 온실 가스 농도와 공존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킴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은 해로운 영향이 갑자기 중요해지고
때때로 불가역적이 되는 많은 비선형 임계값과 함께 10 년 이상 작동하는 무수한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습니다(Alley et al., 2002; Keller et al., 2005; Wuebbles et al.,
2017). 온실 가스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는 하중 실린
스프링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농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복원 또한 특정한 도덕적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2°C 목표는 그런 안정화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지된 탈탄소화 비용과 탈탄소화의 이점들 중에서 종종 인정되지 않는 트레이드오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예: Garner, Reed, and Keller, 2016 참조). 그런 모든 안정화 목표는 과학에만 의존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적 판단으로 쉽게 이어집니다. 기후 복원 목표의
선언은 또한 도덕적 판단과 균형을 분명히 포함하면서도 모든 안정화 목표에 들어 있지 않은
순수성과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기후 복원 역시 그 옹호자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대중의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투명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후 복원은 마법의 묘약을
제공하지는 않지만(커다란 탈탄소화를 동반할 때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 그 목표는 희망 없는
도전처럼 보일 수 있는 것에 우아한 기술적 기여를 제공합니다. 기후 복원 추구는 또한 도전에
대처하려는 새로운 상향식 노력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그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헌신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최소한 단기적으로) 기업가들과 옹호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 복원의 추구에는 약간 유리한 정책 지속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술이 실행 가능하다고 입증될 경우, 성장하는 기후 복원 산업은 자체의 지속성과
성장에 유리한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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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공적인 기후 복원이 기술적 역량이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복원을 달성하려면 DAC 에 대한 기업가들의 가장
낙관적인 가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후 복원의 성공 가능성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설득력있지만 너무 야심찬 목표를 선언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목표 도달 가능성이
전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기후 복원 추구가 DAC 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지만 마찬가지로 저비용 탈탄소화를
감소시키는 시나리오를 고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분석에서 고려된 미래 전반에 걸쳐 적용된 매우 제한된 이 구성은 DAC 의 이전 가능성(즉, 목표
달성 전)이 저비용 탈탄소화의 이전 가능성의 절반 정도라면 기후 복원 목표 추구는 실익이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저비용 탈탄소화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저비용 탈탄소화가
불확실하다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보다 복탄 목표의 이점에 거의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 고려사항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기회 비용과 초과 위험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도덕적 투명성과 행동의 동기 부여 가능성이 도덕적 해이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를 변화시키는 정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됩니다. 기후 복원의 전체 영향이 기후 행동
노력을 증대시킨다면, 이전 성공 가능성과 무관하게 실익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단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분명 많은 중요한 요인들이 생략되었습니다. 네거티브 배출의
단일한 원천인 DAC 에 대한 배타적인 주목으로 인해 기후 복원이 이 기술에 부여하는 요구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사실, BECCS, 해양 비옥화 및 기타 방법들은 대기에서 탄소를
추출하는 부담을 나눠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중에서도 DAC 는 부작용이 가장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DAC 사용 규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연구가 더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로 기후 복원 추구의 나쁜 결과 중 일부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또한 완벽한 정보와 함께 기후 복원을 추구하는 경로만 비교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여 발전하는 적응 경로를 탐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깊은 불확실성에 맞서
복잡한 사회적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새롭고 변형 가능한 기술의 추구에 내재된 실제 기회와
위험의 평가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역효과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이로운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후
복원의 위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단기적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 연구는 옹호자들이 2050 년까지가 아니라 이 세기말까지 기후를 복원하려는 목표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최초 저비용 복원 경로는 지금부터 약 60 년 후,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 발명과 따라서 산업 혁명 300 주년이 되는 시점에 산업
혁명 이전 농도에 도달합니다. 복원 2075 는 그럴 듯하고 충분히 공명되는 목표 사이에서
2050 보다 더 좋은 균형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초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후 복원 목표는 2°C 와 같은 온도 목표와 결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결합된 목표가 분리된 복원 목표보다 더 어렵지 않으며, 21 세기 후반에
탄소 포집 시스템의 급격한 사용에 의존하는 경로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셋째,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산업 혁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려면 장기적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단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기업가들은 기존의 자금
조달원을 이용하여 DAC 기술을 혁신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 복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재를 대표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사회에는 종종 공공재에 대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해도 기후 복원 노력에 커다란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자금 조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회가 탈탄소화 장려를 위해 사용된 모든
탄소 가격에서 얻은 수익으로 기후 복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리와 청소 비용
사이의 이런 관계는 종종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은 기후 복원에 탄소
가격 수입 흐름과 일시적으로 무관한 거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따라서 일부 세대간
자금 조달 메커니즘 유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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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뮬레이션은 탄소 가격 수입과 탄소 포집 비용 사이의 모든 연결이 천천히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탈탄소화와 기후 복원의 불균형한 혼합으로 판명되는 것을
추구하여 초과 위험이나 높은 연간 비용으로 연결되는 많은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 기술의 미래
비용과 성능과 관련된 현재의 깊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비용과 성능 둘 다 동일한 탄소 가격에
직접 연결되는 시간을 지연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은 균형을 기회로 전환하고 역효과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단기적 단계는
사회가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정책 실험의 과정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진화 학습 정신에 기초한 그런 정책 실험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적 시각, 현재의 모든 이해에 대한
필연적인 불완전성, 그리고 잘 구성되고 경험에 기초한 사회적 도전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시험하고, 기각하고, 개선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Ansell, 2011; Stilgoe, 2015). 기후 복원
추구는 기후 변화, 즉 지금까지 탐구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새로운 잠재적인 경로를 활짝
엽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 중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 복원은 학습 과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험, 실험, 수정 및 발견 과정에 참여하여 기후 복원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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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ICE 모델의 변경 사항

이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가장 최근 측정치 중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2016 DICE 버전(지구 온난화 경제의 동적 통합 기후-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Nordhaus, 2017-a). 방정식의 기본적인 세트는 게재된 해당 논문(Nordhaus, 2017-b)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이전 버전(Nordhaus and Sztorc, 2013)에 포함된 사용자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직접 공기 탄소 포집 및 격리를 수용하고 설명하기 위해
매개변수, 변수,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 특별히 추가되거나 변경된 방정식을 강조합니다.
21 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15 년부터 2260 년까지 5 년마다 원래의 100 개
시간 단계 중에서 50 개의 시간 범위를 고려합니다. 시간 단계 t-1(E[t-1], GtCO2/yr)에 대한 연간
인위 생성 배출량은 대기에 누적되어 CO2 농도를 t 배(MAT[t], GtC)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 배출량의 일부는 공기에서 포집된 연간 탄소 선택량(ESEQDAC[t-1], GtCO2/yr)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MAT[t] == MAT[t-1]*b11 + MU[t-1]*b21 + (E[t-1]-ESEQDAC[t-1])*tstep*12/44
b11, b21 및 MU 는 매개변수 및 변수로, 원래 DICE 탄소 주기 모델링의 일부입니다. tstep 은 시간
단계에서 년수이며, 12/44 는 GtCO2 를 GtC 로 변환합니다.
DAC 는 작동할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우리는 이를 격리된 GtCO2(seqdac_cons) 단위당 3.64 EJ 와
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DAC 기술에서 이 에너지 소비량의 약 15%는 전기이며, 나머지는 열
에너지이고, 주로 천연 가스입니다. 전력 생산의 평균 탄소 강도(~0.13 GtCO2/EJ)와 천연 가스
연소(~0.055 GtCO2/EJ)를 고려할 때, 한 개의 EJ(seqdacpen2co2)에 대해 DAC 를 작동할 때의 기준
CO2 배출 페널티 추정치는 0.067 GtCO2 입니다. 그로 인한 추가 DAC 배출량(ESEQDACPEN[t],
GtCO2)은 다음과 같습니다.
ESEQDACPEN[t] == seqdacpen2co2 * seqdac_cons * ESEQDAC[t]
지구 에너지 시스템에서 무탄소 대용물(MIU[t], 총 산업 및 DAC 관련 배출량의 감소 부분)로 화석
연료를 추가 대체하여 완화되지 않는다면, 산업용 탄소 배출량(EIND[t], GtCO2/yr)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EIND[t] == (1 – (MIU[t])) * (sigma[t] * YGROSS[t] + ESEQDACPEN[t])
sigma[t]는 기후 피해 총액인 GDP 단위(YGROSS[t], T$)당 예상 기준 산업 GtCO2 배출량을
나타냅니다.
DAC 사용 시 관성을 모델링하고 비현실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2025 년부터 시간
단계마다 확산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seqdac_maxgrowth, %/yr).
ESEQDAC[t] <= (1+seqdac_maxgrowth/100)**tstep * ESEQDAC[t-1]
1GtC 의 절대 상한값은 DAC 가 대규모로 작동될 수 있는 첫 해로 추정되는 2020 에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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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된 CO2 의 일부는 건축 자재로 재사용됩니다(ESTOR_MARKET[t], GtCO2). 나머지는 지하에
저장됩니다(ESTOR_GROUND[t], GtCO2).
ESEQDAC[t] == ESTOR_MARKET[t] + ESTOR_GROUND[t]
지하에 격리 저장된 탄소는 누출 가능성 있는 저장고에 축적됩니다(MRES[t], GtC).
MRES[t] == tstep * 12/44 * ESEQDAC[t] + resret * MRES[t-1]
여기서 resret 은 5 년당 저장고 보유율로, 저장고의 반감기 시간 (reshalflife, yr)을 고려하면
0.5^(1/reshalflife/tstep)입니다. 그로 인한 누출 탄소 배출량 유입율(ECCSLEAK[t], GtCO2/yr)은
다음과 같습니다.
ECCSLEAK[t] == 44/12 * (1-resret) * MRES[t-1]
누출 배출량은 전체 CO2 인위 생성 배출량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발생 산업 배출량(DAC 포함)과
외부 발생 토지 이용 배출량(etree[t], GtCO2/yr)을 결합한 것입니다.
E[t] == EIND[t] + etree[t] + ECCSLEAK[t]
공기와 격리된 CO2 의 각 톤은 단위 비용이 mcostseqdac0 달러로 표시되며, 추가 운송비와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DAC 비용(SEQDACCOST[t], T$/yr)은 다음과 같습니다.
SEQDACCOST[t] == 1e-3 * mcostseqdac0 * ESEQDAC[t]
이 비용의 일부는 특정한 통합 부(-)의 비용(mcoststor_market0, $/tCO2)에서 발생한 부(-)의
비용(MKTSTORCOST[t], T$/yr)으로 모델에서 표현된 격리된 탄소를 포함하는 건축재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잠재적 수입 때문에 부(-)의 비용에 의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MKTSTORCOST[t] == 1e–3 * mcoststor_market0 * ESTOR_MARKET[t]
시장은 이런 제품에 대한 실제 유한한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maxestor_market GtC/yr 로
제한됩니다. 모든 비용은 그래서 원래 DICE 예산 방정식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Y[t] == YNET[t] – ABATECOST[t] – SEQDACCOST[t] – MKTSTORCOST[t]
여기서 우리는 기후 손해를 뺀 GDP(YNET[t], T$/yr)에서 기후 변화 완화, 즉 감소(ABATECOST[t],
T$/yr), DAC 작동, DAC-파생 시장 상품 수입의 수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Y[t], T$/yr)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 모델은 표준 DICE 2016 모델 구조 및 매개변수화를 따릅니다. 다수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평소와 같은 수준에서 저축에 할당된 GWP 의 일부를 고정하면 계산이 효율적입니다.
표 A.1 은 이전 문단이나 원래 모델 방정식의 일부에서 설명된 DICE 매개변수 이름으로 표 2.1 에
나열된 불확실성을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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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DICE 매개변수 이름으로 표 2.1 에 나열된 불확실성 지도
DICE 매개변수

불확실성

기후 민감도

t2xco2

온실 가스 감소 비용

Pback
mcostseqdac0

탄소 포집, 비용
탄소 포집, 확산 속도

seqdac_maxgrowth

격리된 탄소의 반감기

Reshalflife

탄소 제품 시장, 한계 비용

mcoststor_market0

탄소 제품 시장, 시장 규모

maxestor_market

t2xco2 는 CO2 농도가 2 배로 증가할 경우의 평형 온도 영향을 나타내며, pback 은 오늘날 일어나는
가상의 완전 감소 시나리오에서 추가 tonCO2 를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감소가 줄어들 때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통합 감소 비용을 나타냅니다.
정책 수단은 최적화 중에 강화되는 DICE 변수의 상한값 또는 하한값으로 구현됩니다. 매트릭스는
사후에 최적화된 변수 수준에서 계산됩니다. 이 코드는 요청시 저자들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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