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기구(UNFCCC SBSTA)
보고서

(FCCC/AWGLCA/2011/CP.17 [79조~86조])

신 시장 기반 체제(NMBM)에 대한 세부원칙 및 절차
본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은 GCCSI와 무관하며, 모든 관련 사항에 있어 GCCSI 회원의 공통적
견해를 대표하거나 이의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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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SBSTA NMBM (New Market Based Mechanism)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for convenience. The Global CCS Institute does not warrant the accuracy, authenticity or
completeness of any content translated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Report.
UN기후협약 과학기술자문기구 보고서는 편의를 위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GCCSI는 한국어로 번역된 보고서의 정확도, 진위성과 완성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2

서문
호주 정부가 2008년 9월 설립계획을 발표해 2009년 4월에 공식 설립된 GCCSI(Global
CCS Institute)는 2009년 6월, 2001년 제정 호주 회사법(Australian Corporations Act
2001)에 의해 주식회사로서 법인 지위를 획득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개시했으며,
2009년 7월부터 비영리법인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GCCSI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이하 “CCS”)을 통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유하기 위해 협력한다.
GCCSI는 더반 플랫폼(FCCC/AWGLCA/2011/CP.17 [79조~82조 – 프레임워크, 83조~86조
– 체제])에 기반한 결정에 따라 신 시장 기반 체제(New Market Based Mechanisms, 이하
“NMBM”)의 역할 및 잠재력에 대한 견해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한다. GCCSI는
기후변화협약 장기협력 특별실무그룹(Ad-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llabo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이하 “AWG-LCA”)의 향후 신 시장 기반
체제에 대한 세부원칙 및 절차에 대한 결의를 지원할 것이며, 특히 AWG-LCA의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18”)에서의 권고사항을 지원하고자 한다.
79조(프레임워크)는 시장을 활용하는 접근법을 포함하여 비용효과를 개선하고 감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상이한 조건을
감안하는 동시에 검증된 실질적, 영구적, 추가적 감축 결과를 내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축 노력의 이중계산을 지양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순 감축 및 방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3조(체제)는 NMBM을 1/CP.16 80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상이한 조건을 감안하여 비용효과를 개선하고 감축 조치를 촉진할 체제’이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선진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목표나 의무(결의안 [-/CP.17])의 일부에
부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정의한다.
GCCSI는 시장 체제 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구축, 당사국이 제안하는 모든 향후
NMBM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의 성격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를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당사국 논의에서 2개 접근법이 NMBM 구축을 위한 접근법으로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며, 2개 접근법은 부문별 거래 접근법(프로젝트 기반 체제를
보완함)과 국가별 적절 완화행동(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이하
“NAMA”)을 위한 다양한 배출권거래 접근법이다.
아래의 표 1은 NMBM이 매우 광범위한 경제 전반 계획, 특정 부문별 계획, 특정
프로젝트 및 기술별 계획을 위해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NMBM의 설계를
뒷받침하는 회계 프레임워크는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예: 탄소예산으로부터 확보한
거래가능 자산을 배분해야 하는 제도)와 기준배출량 배출권/상쇄거래(baseline3

crediting/offsetting arrangements, 예: 합의된 기준배출량을 초과하는 감축 실적에 대한
거래) 중 선택해야 한다. 이 거래 체제의 제도화는 UNFCCC(UNFCCC 산하 기구나 비
UNFCCC
기관, 이의 혼합된 형태)가 관할하는 중앙화된 지배구조 모델이나
양자간/다자간 거래에 기반한 분산화된 지배구조 모델 중 한 모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표1

GCCSI는 제대로 설계되어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이 있어야 개발도상국이
민간부문 자금을 동원해 완화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CCS와 같은 저탄소
기술 혁신 및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NMBM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해 CCS와 기타 대규모 감축기술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GCCSI는 탄소 가격책정이 CCS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의 탄소가격의 수준이 최저비용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CCS와 같은
대규모 배출량 감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기에 충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당사국이 기존 체제들을 보완할 신 체제를 구축하고 CCS 적용과 같은
저탄소 전략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GCCSI는 또한 NMBM을 수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UNFCCC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부원칙 및 절차(이하 “M&P”)를 구축함으로써 각국 정부가 국익을 위해 NMBM을
설계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 및 향후 시장 참가자가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장치는 각국 정부가 제도 수립을 확정함에 있어
UNFCCC가 지지하는 한도를 고려함으로써 신 시장 체제를 검토, 개발,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GCCSI는 NMBM에 대한 당사국 및 인증 기관의 주요 논의가 이미 AWG-LCA에서
공식적으로 고려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논의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의 UNFCCC의 제출 요청을 기반으로 진행됐으며(결정 1/CP.16
[80조]),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채택된 종합보고서에 의해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FCCC/AWGLCA/2011/CRP.38 [페이지40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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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SI는 청정 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에서 CCS를 위한
M&P관련 제출물에서 명시한 견해, 즉 각 NMBM에 대해 지나치게 규범적인 규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확인한다. GCCSI는 이에 따라 각 체제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하며 상이한 NMBM에 적용되는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안에 강력히 동의한다.
GCCSI는 탄소시장 참가자는 아니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 기반 체제의 설계, 규제,
실행에 있어서의 풍부한 정책 경험을 인정받아 NMBM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UNFCCC
인정 관찰기관으로 선정됐다. GCCSI는 UNFCCC 내 NMBM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수 정부 회원, 지원 의향이 없음을 밝힌 기타 정부 회원, NMBM 참가자가 될 민간부문
회원 등 다양한 회원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UNFCCC가 CCS를 CDM(결정 7/CMP.6)에 의한 적격 프로젝트 수준
활동으로 인정한 것과 CMP 7에서 최근 CDM(FCCC/KP/CMP/2011/L.4)의 CCS 사업을
지원하는 M&P를 지지한 것을 감안하여 CCS 기술의 특정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
본

GCCSI는 CDM 내에서 CCS를 제도화하는 상기 결정을 지지하며, 이의 채택이 UNFCCC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UNFCCC는 신뢰성 있는 관련 감축 실적을
보상하는 규정을 제도화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한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간활동으로 인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GCCSI는 본 보고서에서 다음 주제 건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1.

로벌 감축기술로서의 CCS의 역할

글

2. 시장 기반 체제가 CCS 적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3. 탄소시장으로부터 얻은 일반적 교훈
4. NMBM이 어떻게 기존 제도적장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 NMBM을 수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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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감축 기술로서의 CCS

전망치 중 가장 공식적인 수치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현 수준의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감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와 같은 배출량 수준으로
인해 세계 자연 환경에 재앙을 가져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과학적 중론이다.
(잠재적으로는 2050년, 2100년까지는 거의 확실시됨)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결과 195개국이 지구 평균온도 증가분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2°C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450ppm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대기 중 배출 농도(지구온난화를 합의된 목표 수준으로 완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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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50%)를 의미한다. 이를 기후변화의 위험지대(돌이킬 수 없으며 피해의 영향이
비선형적인 것으로 간주함)를 넘어서는 임계점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 12페이지 19조)에서는
UNFCCC의 목표 달성과 관련한 CCS의 잠재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450ppmv CO2에서 750ppmv CO2 사이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위한 대부분의 시나리오와
최저가격 감축안 포트폴리오에서 CCS의 경제적 잠재가치는 누계치로 220–2,200 GtCO2(60–600 GtC)에
달하며, 이는 다양한 기준 시나리오의 평균을 냈을 때 CCS의 기여가 2100년까지 전세계 누적 감축노력의
15%에서 55%를 차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질학적 저장의 기술적 잠재력은 경제적 잠재력 범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충분히 상회하나,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 기반 체제가 CCS 적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NFCCC는 당사국 간 합의된 배출량 감축 의무에 따른 세계 탄소예산, 즉 정해진
기간(“의무기간”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음) 내에 초과해서는 안 되는 배출량을
설정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al Environmental Programme, 이하
“UNEP”)은 교토 프로토콜(Kyoto Protocol, 2008년~2012년)의 총 배출량 감축 의무를
추정한다. 더반 플랫폼(2020년까지)에서 고려되는 현재의 감축 합의는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배출량 감축 수준에 못 미친다.

U

한 국가의 경제활동과 배출량 증가가 탈동조화하기 위한 총 비용은 주로 정책결정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배출량 저감목표가 허용 배출량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의 규제 설정 내에서 허용되는 감축 잠재력에 따라 배출량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 기반 체제를 통해 국제 감축활동에 접근함으로써 해외에서
더 낮은 비용의 감축방안을 모색해(대기 중 배출/감축의 영향은 발생지점과 공간적으로
무관하므로) 주어진 배출량 감축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축 또는 잉여 감축분을 보유한 국가가 배출권을 판매해 부가수익을
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상업적 매력도가 높은 저배출 기술(예: CCS)을 적용해 탄소
제한에 의한 운영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탄소의 가치를 책정할 때(행정적 가치 책정
또는 시장 결정에 따른 가치 책정 여부와 무관함) 배출 집약적 기술은 저배출 집약적
기술 대비 낮은 선호도를 보일 것이며, 후자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의 시장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IEA는 모델링을 통해 CCS가 2050년까지 450ppm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 비용이 70%까지 높아질 수
있음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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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반드시 저탄소전략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경제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거래 측면에서의 변화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전,
부정적인 소득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저비용 감축 판매 기회, 해외 이자지급의 변화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호주 재무부(Australian Treasury)는 규모의 감축 판매가 환율 절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자국 통화 강세), 이는 순 해외 이자지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순
수익이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 시장으로부터 얻은 일반적 교훈

세계은행(World Bank)은 최근 2010년의 세계 탄소시장 가치를 약 1,420억 달러로
추산했다. 아래 나열된 시장을 포함한 다른 시장이 생성됨에 따라 세계
탄소시장(2차시장을 포함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장 간
연동이 심화되면서 투자자와 거래자가 향후 탄소가격 리스크를 헤지하고 불확실성을
낮출 기회가 확대된다. 국가 기반 체제를 국제적으로 연동함으로써 배출주체가 장소와
관계 없이 최저비용 감축 기회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의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공적자금 및 민간자금의 흐름과 기술이전이 촉진된다.
기후변화의 난제를 적절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세계 탄소시장(연결된 국가 탄소시장과 대체가 가능한 거래가능 자산으로
구성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GCCSI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계속해서 국가 수준의 광범위한 신 시장 체제를 개발할
것으로 본다.
유럽연합(Euroopean Union, 이하 “EU”)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이하 “ETS”)는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이며, 세계은행은 EU의 세계 탄소시장 점유율이 약
9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U ETS(총량거래제)는 변동성 있는 낮은 탄소가격이
최저비용 감축 실적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이것만으로는 CCS와 같은 저배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적절히 촉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입증한다. 이에 따라 EC는 CCS 규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낮은 CCS사업 투자 경향(현 자유시장 방식에 의해 촉진됨)을 보완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전력발전소의 국가 규제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EC는 제한된 수의
CCS 프로젝트 시공 및 운영비용 중 최고 50%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잠재가치를 갖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EU Allowances, 이하 “EUAs”)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기타 기존 탄소시장 및 예고된 탄소시장으로는 뉴질랜드의 ETS(2008년에 개설됨),
호주(2015년까지 탄소가격제 시행 이후 ETS 개설) ,미 지역온실가스발의(U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2009년에 개시됨, 전력 부문에만 적용), 뉴사우스웨일즈주
온실가스감축계획(the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Abatement Scheme,
2003년에 개시됨), 서부기후구상(Western Climate Initative, 이하 “WCI”) 등이 있다.
서부기후구상에 따라 7개 미국 주(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유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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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워싱턴주, 오레곤주)와4개 캐나다 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매니토바주)가 2012년 초 모든 부문별 ETS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몬태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 한국, 대만도 국가 탄소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규제준수를 위한 탄소시장 뿐 아니라 다수의 자발적 탄소제가 존재한다. 이 시장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세계은행은 이의 2010년 활동을 3.93억 달러로 추산했다.),
UNFCCC
관련 시장 제도적장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호주의
탄소농업구상(Carbon Farming Initiative, 2012년 1월 개시됨)을 들 수 있다. 이는
거래가능 옵셋을 생성하기 위한 측정 및 검증에 교토 기준을 활용하며, 향후 ETS
규제준수 시장에 연동될 예정이다.
GCCSI는 이와 같은 모든 발전을 지지한다. 이는 2012년 이후 세계 탄소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잠재력을 확대한다. UNFCCC는 지배구조(COP, CMP 등)를 통해 이와
같이 상이한 모든 제도 간 연동을 장려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M&P가
2011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합의되어 아직까지 CDM에 등록된 CCS 프로젝트는 없지만,
CDM은 프로젝트 기반 NMBM(기준배출량 배출권거래제)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필요성, 강력한 제도, 다양한 방법론, 신뢰도를 가진 기준배출량,
추가성(additionality)의 광의를 포함한다.
모든 NMBM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설계에서 운영까지의
이행기간과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끊김없는 이행의 필요성이다. 특히 신 체제가
기존 체제를 대체하는 경우 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UNFCCC는 유연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s)와 NMBM을 위한 M&P(예:
기준 및 규정) 수립에 있어 각 체제의 효율성 및 환경적 완전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국제 배출량 감축의무 준수를 위한 거래가능 자산 사용에 적용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UNFCCC는 NMBM에서 CCS를 일반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세계
금융계의 인식을 바꿔 자금조달비용(예: 낮은 가중치를 준 평균 자본비용)을 낮춤으로써
프로젝트 이행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일부 기술(예: CCS)이 신생 기술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숙한(따라서 리스크가 더 낮은) 기술로 간주되도록 한다.
예

GCCSI는 탄소시장이 비용효율적인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NMBM의 주된 목적은 미래에 최저비용 및 최저배출량 수준을 실현해 줄
CCS와 같은 기술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부족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NMBM이 어떻게 기존 제도적장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CCS와 같은 감축기술에 대한 시장 기반 지원을 제공하는 다수의 기존 UNFCCC
제도적장치가 존재한다. 이는 교토 프로토콜의 유연성체제(국제배출권거래(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ET) – 17조,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 6조, C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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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를 포함하며, NAMA와 NMBM 간 관계가 아직 고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AMA도 이에 포함된다. 이 체제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이하
“GEF”), 신설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기술체제(Technology
Mechanism)과 같은 금융 장치와 더불어 운영된다. 그림 1은 제도적장치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그림 1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이 채택돼
NAMA로 명명된 행동을 통한 감축 개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됐다. 한 국가 내
NAMA(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 적용됨)의 주 목적은 배출량 감축을 확대하면서
주류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사국 간 NAMA의 이행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구축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의 범위는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는 UNFCCC에 의한 대부분의
국가 수준 협상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는 각 당사국이 자국에 대한 이해의 맥락에서
감축조치 이행 방법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NAMA와 NMBM 또는 기존
시장체제를 연동하는 범위는 여전히 당사국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가
이의를 표명한 바 있는 이슈다.
를 들어, NAMA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예



경제 전반의 배출목표(절대적 수치 또는 GDP 단위 당 CO2-e당
BAU 전망 이하의 센트 당 X 등의 배출강도 변수로 표시함)

, 1인당 tCO2-e,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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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배출목표(상기 정의된 바에 따름)



국가 및 주 수준에서의 특정 활동

NAMA는 다음을 포함한 국가정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 조치



단



일련의 조치로 이루어진 패키지

NAMA는 또한 다음과 같이 이행될 수 있다.
독적(한 국가가 외부 국가 지원 없이)



단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원에 의한 감축(예: GCF 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



자금조달 및 역량 구축



탄소시장에서 보상 수혜 행동(예: 국내/국제 경계 내에서의 부문별 거래가능 배출권
목표)

여기서 분명한 것은 NAMA가 대부분 국가정책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선된 감축행동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와 BAU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 간 차이라는
난제를 야기한다. BAU를 연장하는 감축노력에 대한 거래가능 옵셋을 생성할 시,
CDM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추가성 기준이 중요한 차별점이 된다.
프로토콜에 의한 소위 유연성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세계 탄소시장을 위한 현재의
프레임워크(법적, 제도적장치를 모두 포함함)이 제시됐다. 유연성체제는 기본적으로 2개
유형의 탄소시장을 탄생시켰다. 하나는 선진국 의무감축그룹(Annex I) 국가 간
배출권/허가거래시장(IET)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국가를 위한 프로젝트 수준
상쇄/배출권거래시장(JI, CDM)이다. 두 유형의 체제 모두 선진국 의무감축그룹이 교토
프로토콜에서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짐으로써 최저비용으로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교토

거래가능 교토 자산(예: 할당배출권(Assigned Amount Units, 이하 “AAU”),
인증배출감축단위(Crtified
Emission
Reduction
Units,
이하
“CER”),
배출량감축권(Emission Reduction Units, 이하 “ERU”))을 생성하는 체제(IET, CDM, JI)의
미래는 교토 프로토콜의 미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 5-8개년 2차 의무기간(2nd CP)이 확보된 반면, 해당 기간 중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배출량 감축목표의 부재로 인해 JI와 IET의 지속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CDM이 CER을 생성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배출량 감축목표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CDM이 지속될 수 있음은 확실하다.
CDM은 최초의 세계 탄소시장으로서 시장 접근법이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 대해 어떤
유형의 이점을 줄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CDM은 개발도상국에게 감축
프로젝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며, 저배출 기술의 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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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고용 창출 및 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낸다. 또한 CDM은
선진국에게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상쇄할 역량을 부여한다.
NFCCC CDM 웹사이트에 따르면 3,800여 개의 CDM 프로젝트(이 중 47%는 중국, 2%는
아프리카에 소재함)가 등록되어 있으며, 추가 1,800개 프로젝트가 검토 단계에 있다. 이와
st CP, 2008-2012) 내 2.77GtCO2-e 이상의 감축을 가져올
같은 활동은 1차 의무기간(1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수치를 분석했을 때, CDM이 개발도상국(소수 국가에서
대부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프로젝트를 위해 상당한 액수의 공적자금 및
민간부문 자금이 동원될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촉진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U

GCCSI는 CDM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가 정책논의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CDM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세력과 향후 기회 및 난제를 조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최빈국에 소재하며 2012년 이후 등록된 사업의 CER만을 인정하는(향후 국제
또는 양자 간 기후협약을 통해 별도 합의된 바를 제외함) EU ETS 규정의 영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로써 소득이 더 높은 개발도상국은 국제배출권 생성 및 거래를 가능케 할 신
부문별 기반 시장 체제 구축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이는 UNFCCC나 기타 국제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발도상국에서의 CCS 이행과 관련하여 상업적 개발 기회의 순서는 탄소 포집 및
활용(석유회수증진 또는 EOR 등), 탄소 포집 및 저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5년간
CDM에서 이루어진 CCS 관련 협상에서 알 수 있듯, EOR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잠재력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EOR 프로젝트의 개념은 일부 당사국의 이념 및
추가성이 실제 의미하는 개념과 상충된다.
이는 모든 향후 NMBM이 강력한 모니터링, 측정, 검증 방법론을 감독하고 기준배출량을
포함하는 강력한 제도와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 간 필요한
기술이전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성의 광의를 정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 기존의 교토 체제에 의한 감축 만으로는 IPCC가 위험한 기후변화 수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 탄소예산 내 배출량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체제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GCF는 2020년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에 연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고자 하며,
CCS가 적격 활동임을 명시했다. GCF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자금, 두 부분을 결합한
자금 투입에 의존할 것이다. NAMA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에 대한 상업적 매력도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 또는 기여가 탄소시장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결되지 않은 경우(예: 관련 매출량 감축을 반영하는 특정 형태의 거래가능 자산을
창출하지 않음) 더욱 그러하다. 관련 감축 투자의 효과가 탄소시장을 통해 화폐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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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는 CCS 투자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을
확보함에 있어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사례를 제시한다.
GCF 또는 NAMA에 의해 CCS 사업에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의 성격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하며, 이는 향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CCS 프로젝트는 보통
자본집약적이며, 상당한 자본 선투자를 필요로 한다.(태양열 프로젝트와 같은 타 대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유사함) GCF는 기술적용을 지원함에 있어 기획단계, 선행적
투자요구사항과 관련된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명주기에 걸친 시장 기반
장치를 통해 운영(가변)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는 GCF가 시장 기반
체제는 아니지만 CCS 감축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NMBM 또는 기존 시장과 강력히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기술체제는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개선된 행동 이행을 촉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기술센터(Climate Technology Centre)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기존 기술의 활용 및 자금지원, 다양한 자금원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지원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술체제와 GCF 간 공식적 연계는
없으나, 상기 명시된 이유(시장과 자금을 모두 포함함)로 인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금원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NMBM을 수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준 명시

GCCSI는 NMBM의 설계가 궁극적으로 비용, 효과, 관련 기술, 체제(예: 배출권거래제,
탄소상쇄거래제, 청정에너지목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의 생산 관계 및 설계 기회에
대해 각국 정부의 명확한 개념 정립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NMBM이 모든 향후
UNFCCC 기반 M&P에 부합함을 입증함에 있어 국가적 이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항은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배출량 감축



모니터링 및 보고



검증 및 시행



관리



경쟁, 혁신, 생산을 위한 왜곡된 인센티브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로부터의 유도 배출 증가



거래가능 자산 중개 및 추적 등 거래 관련 부가활동(특히
분산된 독립 소규모 배출원인 경우)

가자 성격이 다양하고

참

NMBM이 지나치게 규범적인 규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함에 따라, GCCSI는 각
체제가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요구사항을 포함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안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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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찬성한다. FCCC/AWGLCA/2011/CRP.38(50페이지 – 79조, 55~56페이지,
108조~109조)에 제안된 요구사항에서 프레임워크 구축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기본적 형태의 정의(거래 또는 배출권거래)



부문 및 가스 포함 여부를 정의하는 규정, 정책 및 조치, 기술 및 기타 완화 행동



체제의 적용기간



이중계산 규정



기준배출량 산정(검토 및 승인) 방법과 기준



배출권거래한도 및 부문별 목표 결정 방법 및 기준



배출권거래/거래 기간



(UNFCCC에 의한 관련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배출 모니터링, 보고, 검증 조항



거래가능 자산의 추적 및 발행 조항



검사자 및 검증자 인정 기준

CCS의 제도적 역량을 감안하여(CMD M&P에서 CCS에 의해 입증된 바에 따라) 모든 상기
구상(예: NAMA)에 의한CCS 관련 완화 노력(및 기타 대규모 청정에너지 기술 솔루션)을
NMBM에 포함해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6, 결정(Decision) 1/CP.16)에서
당사국이 합의한 모든 기준을 이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안으로 보인다. 해당
노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당사국의 자발적
지원한다.

여

참

보. 모든 당사국의 공정하고

확

한 접근을 촉진해 이를

평등

(b) 개발도상국의 NAMA를 위한 기타 지원수단의 보완
(c) 광범위한 경제 부문에 걸친 완화 촉진
(d) 환경 보전
(e)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 감축 또는 방지 확보
(f) 선진국의 완화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체제의 활용이 국내 완화노력에
추가되도록 함
(g)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강력한 시장 기능과 규제의 확보
모든 향후 NMBM의 구축에 있어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투명하고 풍부하며 복제 가능한
감축 데이터의 가용성 및 생성’,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시스템(예: CDM)의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대체 체제(예: CDM)에서 지원 또는 인정될 수 있는 감축의
이중계산을 방지해 기존 탄소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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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BM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배출권 공급이 개선된 영구 감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격 인력 및 규제준수 책임 등의 적절한 제도적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정 부문에 대한 NMBM은 개발자로 하여금 참가하고자 하는 탄소시장을 선택하게 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최저비용 배출권을 제공하는 체제를 선택할
것이다. 반면 판매자는 거래비용이 낮으며 수익이 가장 높은 체제를 선택할 것이다. 이는
투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으며(정보 가용성에 따라 달라짐) 공급자 측(잠재적 거래비용
인상을 야기함)과 수요자 측(구매자가 인정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거래권
유형 간 가격 차를 야기할 수 있음) 모두를 더욱 세분화할 위험을 가진다.
이는 주로 각국의 자발적 참가 기반에 기인한다. 이는 실로 국제적인 장치가 아닌 다수의
양자 간/다자 간 장치를 생성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며, 그 대신 구매자와 판매자가 참가할 시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한다.
해당 체제로부터의 탄소 가격이 평준화될 것인지 성격 상 차별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두고 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UNFCCC 제도적 장치 간 공통된 참고기준은 저탄소
기술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저탄소 관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NMBM은 그 이행에
있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

GCCSI는 교토 유연성체제를 보완하고 상업적인 설득력을 갖는 비즈니스 사례를
보유함으로써 CCS의 세계 보급 지원을 위해 확장된 새로운 시장 체제의 구축을 강력히
지지한다. 2017년-2020년 이후 교토 프로토콜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적으로
이 기간 이후까지 적용되는 새 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CCS 관련 완화활동을
위한 각국의 자금 규모 및 흐름이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에서 기술 확산의 가속화가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CCSI는 NMBM이 장기적으로 기존의 유연성체제를 대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장 체제(IET, JI, CDM)의 이행을
강력히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NMBM을 논의 및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향후 NMBM을 위한 M&P 수립에는 시간이 걸린다. GCCSI는 NMBM에 대한 많은
비판이 여러 국가의 상이한 조건 및 역량을 수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강력히 확신하는 바이다. 이 때 NMBM은 최소한 CCS와 같은 제도적 합법성을
가져야 하며 필수 일정 내에서 요구되는 세계 감축 주요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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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SI는 모든 NAMA(예: 국내 조치 및 정책)가 탄소시장의 수요에 전부 부응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NAMA와 NMBM의 연계성이 관련 감축의 체계적 제도화(예: 측정, 보고,
검증)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NMBM이 프로젝트 기반이건(예: 옵셋 생성) 부문별 기반이건(예: 배출량 감축목표를
가진 부문), 비 선진국 의무감축그룹(Non-Annex I) 국가가 UNFCCC 자금지원 완화행동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완화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탄소시장에 강력한 수요 신호를
주기 위해 보다 야심찬 배출량 감축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GCCSI는 2012년도 과학기술자문기구 실행 프로그램(워크숍을 포함함)에 참여하여 교토
프로토콜에 의한 유연성체제, 지역배출권거래제, 자발적체제 등 기존 체제로부터 얻은
교훈, 모든 향후 NMBM 운영을 위한 M&P, CCS와 같은 주요 완화기술 적용에 이를
적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1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