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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지구온난화, CDM에서 답을 찾다.

Answer in Brilliant 
CDM projects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발간에서 처음 제기된 지구온난화문제는 

1980년대부터 발생한 기후이상증후를 겪으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 1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근 19년이 

흘렀습니다.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국제기구(UNFCCC)가 생겨나면서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

제(CDM)등 온실가스저감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되었고 지구온난화 완화 시스템 구조의 선순

환을 위해 경제논리를 끌어들여 배출권거래(ET)시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2004년 11월 첫 CDM사업이 UNFCCC 레지스트리에 등록되기 시

작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7,130여건의 사업이 등록되었으며, 약 1,400백만톤의 CERs(온실가스감

축 크레딧)이 발행되었습니다1). 또한,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의 규모는 2008년 도입 시

기에 비해 2011년 말 9,808천만 유로로 규모로 매우 빠른 성장을 하였습니다2).

기후변화 산업은 그 자체적인 사업성을 넘어 현세대의 인류애적 교감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의적 

배려 실현뿐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재난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예방적 대처’라는 탄탄한 지

지기반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관심과 선진국의 주도하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와 함께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시행하였고, 2015년부터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의 노력과 국가적 관심으로 국내 온실가스/기후변화 관련 산업이 부흥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들 /어 /가 /는 /말  

1) UNFCCC 홈페이지 (http://cdm.unfccc.int)

2) Carbon Markets - EU ETS(2013) by Bloomberg Finace L.P.



그러나, 최근의 연이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동반한 기후변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기후변화는 

투자가 아닌 비용이라는 기업들의 심리적 저변에 내재된 불만들이 맞물려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유럽과 미국을 축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간 몇 차례 

당사국 총회를 통해 Post Kyoto에 대해 2020년까지 현 체제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

도국의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를 출범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해서는 아직도 멀고 먼 협상의 줄다리기 씨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급변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

고자하는 전문가적 책임과 선구자적인 사명으로 K-DOE포럼(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한국환

경공단,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CDM사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본 책자에 실린 심사 사례 이외에 각 CDM운영기구(DOE)에서 수행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

만 지면상의 한계 등으로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패러다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K-DOE포럼 회원

사 모두는 이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도전을 아끼지 않고 더 많은 우수사례와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K-DOE포럼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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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은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개도국으로부터 4,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12

억tonCO2eq.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국제적 규모의 

배출권시장체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2,00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었으며, 더

불어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다.1) 2) 

이러한 CDM 성과는, CDM 제도가 가지는 엄격한 등록 및 검증 체계, 정보공개 및 광

범한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 등의 객관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신뢰성”이라는 장점은 한편으

로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CDM 제도는 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로

의 개선(CDM reform)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CDM 운영체계는 특히“Learning by doing”의 원칙하에 10여년의 세월을 거쳐 누적

된 경험과 각계 각층의 의사가 반영된 국제적 협의의 산물로서, 교토체제를 대체할 새로

운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CDM운영체계는 New market 

Mechanism에 대한 standard-setter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

라서 본 기고문을 통하여 CDM Reform에 대한 경향을 고찰함으로써 CDM의 발전방향은 

물론, 향후 도래할 New mechanism에 대하여 CDM reform이 미칠 영향을 예상해보고

자 한다. 

1. CDM Reform 동향

1) 행정절차의 효율화 

제도의 엄격성은 흔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이어지며, 이는 자칫 과도한 행정

비용(Transaction cost)이나 지체현상과 같은 관련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

제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된 주요 CDM Reform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CDM Reform에 대한 고찰

명 소 영 

(주)그린폴라리스 대표이사

* 등록 및 록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누적총액으로 2012년 6월 현재 215.4 billion. USD.

기고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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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idaton of methodology (EB 27)  

기존에 프로젝트 개발자로부터“bottom-up”process를 통해 개별

적으로 승인된 유사한 방법론들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하나

의 방법론으로 광범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UNFCCC 측에서 통합

하여 제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Project Standard (EB 65) 

CDM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시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standard를 제공함으로서 PDD와 모니터링 리포트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조치로,  이를 통하여 CDM 진행단계마다 각기 다

른 23개의 가이드라인과 절차(Procedures) 및 Clarifications들이 

하나의 기준(Standard)으로 통합 되었다.

●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EB 65)  

타당성평가와 검증활동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기존의 관련된 26개의 가이드라인과 절차(Procedures) 

및 Clarifications을 포괄되었다. 

● Project Cycle Procedure (EB65)

프로젝트 등록 및 CER 발행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프

로젝트 진행 관련 문서 형식과, 해당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정리 

하였다. 이 결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프로젝트 평가 상의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 참여자는 사무국 직원과의 접촉을 

통해 평가관련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Materiality Standard (COP17)

Materiality information*의 기준(standard)를 정의한 조치로, DOE

와 EB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프로젝트의 결함 파악”업무의 일관

성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한 것이다.

2) 베이스라인 설정 및 추가성 입증의 효율화 

   (: Standardization)

“추가성 입증”과 “베이스라인 설정”은 자발적 감축 프로

젝트를 통한 감축성과에 의해 Credit를 부여받는 방식의 

offset 제도에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사항으로, 객

관적이고 일관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추가성 입증과 베이

스라인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들이 마련

되고 있다.

● 추가성 입증 및 베이스라인 설정 tool 

추가성 입증을 위해서 multi-step 방식의 “Tool for the demon st

ration and assessment of additionality”(EB16) 과 Combined 

tool to identify the baseline scenario and demonstrate 

additionality”(EB 27)이 제시되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Tool의 개발로 인하여 추가성 입증과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일관성 있는 방식이 제시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ool에 따른 논리전개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 (project-

specific assessment)가 병행되어야 하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실제로 PDD의 33%가 Tool을 따랐으되 DOE에 의해서는 거

절되고, DOE에 의해서는 인정된 경우의 7%는 EB에 의해 거절되

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3). 이에  최근 들어 project-by-project 

방식을 대체할 보다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Top-down  방식의 추

가성 입중(예: Positive list)과 베이스라인 설정(예: standardized 

baseline) 규정이 전격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Fig.1] Key-changes in the CDM Rule

source> CDC Climat Research (2012) based on the EB and COP reports

*  생략이나 오류로 인한 감축량 과잉산정으로 EB 또는 DOE에 의한 거절(reject)

의 원인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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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ve list (COP16)

Positive list 방식이란 추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프로젝트 Type이나 규모를 정하고 목록화 하여, 목

록에 포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추가성을 인정받게 되

며 별도의 추가성 입증이 필요없는 방식이다. 

이러한 추가성 입증방식은 사실 Marrakech accords에

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또는 국

가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는 감축활동에 대하여 프로

젝트 개발자가 추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

키고 CDM을 통한 감축활동의 실행을 촉진 하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아왔으며, 마침내 

2010년 COP16 회의를 통해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 Micro-scale project 촉진을 위한 추가성 면제규정

추진시설 규모, 시설 종류, end-user의 형태, 프로젝

트 형태, 개최국에서의 기술 점유율 등의 조건에 따라 

micro-scale 프로젝트의“추가성 및 적격성”을 판정하는 

가이드라인*를 수립한 것으로, 최빈국(LDCS)과 군소도

서국(SIDS) 또는 개도국에서 특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

는 구역(SUZ)에서 극소규모 CDM 프로젝트 추진이 용

이하게 이루질 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Standardized baseline

“country-wide standardized baseline”방식은 국가 상

황을 반영하여 국가적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방식

으로 COP11 이후 계속 논의 되다 2010년 COP16차에

서 DNA가 국가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화된 베이스라인을 제출하고 EB가 이를 검토하는 방

식이 인정되었다. 이후 EB62차에서 “sector-specific 

standardized baseline”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standardized baselines 사용 및 제출 절차도 수립되

었으며 EB66차에서는 standardized baselines에 대한 

QA/QC 방안도 수립되었다. 

● E+/E- Rule (EB22)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추가성 평가 시 반

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5년 

EB22차 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National and 

sectoral polices를 다루는 가이드*가 제공되는 데 이 가

이드에서 핵심이 되는 규정을 “E+/E- Rule”로서 표현

하고 있다. 이 규정의 골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

과는 CDM 추가성 입증 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개도국 정부가 CDM 혜택을 얻기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

책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

부 국가에서 이 규정을 남용하는 경향이 포착되어 “E+/

E- Rule”에 대한 폐지가 신중히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로서는“E+/E- Rule”이 유지되고 있다.

3) PoA를 통한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효율화 

소규모나 극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감축활동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Program of Activity (PoA)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었다. EB47차에서 PoA 관련 규정이 발표

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관리 자체의 

어려움, 높은 transaction cost, 초기투자비용 확

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PoA 추진 

결과는 [Fig 2]에서 보듯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

했다. 때문에 PoA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

과 같은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multiple methodologies 적용

EB63차 회의를 통해 여러종류의 감축활동이 복합적으

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CDM 방법론을 하나의 PoA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Sampling  guidelines

PoA와 CDM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검증을 위

한 규격으로서 sampl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처음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 대규모 프로젝

트 및 PoA까지 적용되도록 확장된 것으로, 개정을 거듭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 PoA 추가성 입증 및 적격성 평가에 대한 효율화

PoA의 추가성 및 적격성 입증을 위한 기준인 “Demon 

stration of additionality, development of eligibility 

criteria and application of multiple methodologies for 

programme of activities” 에 의하여,  DOE는 CPA에 대

한 추가성과 적격성 평가에 대한 책임을 CME에 이전

시키고, DOE는 CME의 관리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각 

CPA에 대해서도 Positive list나 micro-Scale 규정을 적

용하여 추가성 입증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CPA의 

추가등록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Guideline for demonstrating additionality of microscale project 

activities:  EB54에서 제정, 현재 v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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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 Mechanism 체계에 대한 CDM Reform의 영향 

이상에서 보듯이 CDM 운영체계는 project-specific

한 기준에서 일반적인 표준화방향으로, 개별적인 프로젝

트 추진보다는 PoA와 같이 프로그램을 통한 Top-down 

방식의 추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보다는 작은 

규모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방향으

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4)

● Bottom-up  → Top-down 

●  주관적(project-specific) → 통합적(consolidated), 일반적

(standardized)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편의성 → 소규모 및 극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편의성

이러한 CDM Reform의 특징으로 볼 때, CDM은“policy 

-driven actions”의 촉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

라는 예상이 가능해 진다.

Cancun Agreement를 통해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NAMA를 통해 목표를 달성 하

겠다는 협약이 이루어졌으나, 감축성과 정량화를 위한 

MRV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CDM Reform은 NAMA를 비롯한 “policy-driven 

actions”을 추구하는 제도의 MRV기준 수립에 대한 상당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국가 감축목표와 목표달성의 의지를 국제사회

에 공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시행에 의

하여 유발되는 자발적인 감축성과를 CDM reform 규정

과 원칙에 기반한 MRV체계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시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대표적

인 offset 제도인 KVER의 경우에도 최근 소규모의 프로

젝트들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촉진하고 그 감축

성과를 수용하기 위한 Program CDM과 유사한 기능의 

Program KVER을 준비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Program KVER 뿐아니라 KVER 전반에 있어서 본

질적으로“Policy-driven actions”에 적합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KVER-Reform 방안을 검토 한다면, 향후 도래

하는 New mechanism과 발맞추어 국제적인 제도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Fig. 2] Comparison of Regional distribution of PoA and Normal CDM

source> UNEP Riso CDM/JI Pipeline Analysis and Database March 1, 2012

Reference

1)  UNFCCC Benefits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2012, 

UNFCCC

2)  Igor Shishlov and Valentin Bellassen, 10 lessions from 10 yea 

rs of the CDM

3)  Cormier, A., and V. Bellassen. 2012. The Risks of CDM Proje 

cts: How Did Only 30% of Expected Credits Come Through. 

Working paper, CDC Climat Research

4)  CDM Reform, 2012 carbon finance at the World Bank

*  Clarifications on the consideration of national and/or sectoral policies 

and circumstances in baseline scenarios (EB22 Annex 3)

**  Standard for application of multiple CDM methodologies for a 

Programme of Activities (EB63 Annex 4)

***  Stadard for Sampling and surveys for CDM project activities and 

programme of activities (EB65 Annex 2)

****  General guidelines for Sampling and surveys for SSC project activities 

(EB 50 Anne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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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ssibile evolution of approaches under the CDM

source> CDM Reform, 2012 carbon finance at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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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n Free! 청정 제주의 꿈...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을 2030년 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제주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아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인

프라 구축, 육.해상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

반 마련, LNG 공급망 조기구축 등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1). 이를 위해 총 9개 사업에 96,678백만원(국비 60,590, 지방비 

7,088, 민자 29,000)이 투자되는데, 작년 예산투자(16,443백만원) 대비 488%가 

증가하였다. 도는 이 계획이 마무리 되면 2030년 온실가스가 90%이상 감축되고, 

생산유발효과 13조49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조8000억원, 일차리 창출 4만

개 등 지역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CDM
The programme to introduce 
renewable energy system into 
Jeju Island

사업 개요

1) 2013.1.22. ‘2013년은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추진 원년의 해’, 제주특별자치도

2) 2012.5.2. ‘제주 신재생에너지 대체 ‘카본프리아일랜드’ 발표’, 뉴시스

01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PoA 기간 28년, #1 CPA 10년

예상 감축량 863 tCO2 from #1 CPA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Renewable Sources)

사용방법론 AMS-I.D. (version 17), AMS-I.F. (version 2.0)

등록일/발행일 2012년 7월 4일

심사기관 한국환경공단

Jeju Island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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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UNESCO가 인증한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3)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업을 UN에 CDM 사업으로 등록하여 배출권 확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총 3개의 사업(2개 일반 CDM 사업, 1개 프로그램 CDM)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본 프로그램 CDM 

사업의 성공적인 등록을 위하여 컨설팅사인 (주)에코아이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

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는 UN 기준에 따라 공동 사업참여자인 

(주)에코아이와 2011년 4월 타당성평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         깨끗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큰 밑그림을 그리는 
             제주의 프로그램 CDM...  

프로그램 CDM은 일반 CDM사업과는 달리 공공 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사업(CPA)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

여 CDM사업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많은 숫자의 유사한 사업이 여러 국

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나 극소

규모 사업에 적절하며 등록된 이후 개별적 등록 필요성이 없어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접근하기 쉬운 매력적인 사업이다. 2007년 프로그램 

CDM을 집행위원회가4) 채택한 이후 60개 국가에서 162개 프로그램이 등록되었으

며, 현재 197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반 CDM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2.9%만

이 아프리카에서 시행된 사업인 반면 PoA의 경우 30%가 아프리카에서 등록 될 정도

로 프로그램 CDM은 중국이나 인도 등에 집중된 지역적 편중을 완화시키는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3) 2009,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4)  CDM EB(Executive Board: 집행위원회)는 CMP(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의 지침에 따라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청정개발체제)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CDM의 등록 및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교토의정서 당사국 

중 UN의 5개 지역그룹에서 각 한명씩 총 5인, 부속서Ⅰ국가 2인, 비부속서Ⅰ국가 2인 및 도서국가 1인 등 총 10

인의 대표로 구성된다.

5) 2013.7.1., PoA pipeline, UNEP Risoe Centre

[그림 1] 프로그램 CDM과 일반 CDM간의 지역적 편중(%) 비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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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DM 집행위원회 의장인 Mr. Peer는 프로그램 CDM이 지역사회에 도움

이 되는 기술의 촉진을 유발시킨다고 언급하였다6). 프로그램 CDM의 또 다른 장

점으로는 향후 개별사업(CPA)이 28년간 집행위원회의 추가적인 평가 절차 없이 

CDM 검인증기구(DOE)에 의한 평가만으로 사업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CDM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등록/검증비용의 절감 및 평가기간단축 등의 효

과를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15MW이하 용량의 풍력, 소수력, 태양광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제주도 전역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CDM사업이며, 해당 프로그램 CDM의 

첫 번째 개별사업(CPA)으로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

함한 22곳, 총 0.95MW설비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청이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생산한 전기는 국가전력망이나 각 수요처에 공급한다. 기존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대체하여 연간 863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시켜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향

후 28년간 포함될 다양한 CPA를 고려하여, AMS-I.D.(전력망이 연결된 신재생에

너지 생산) 및 AMS-I.F. (자가 소비 및 소규모 전력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두 개 방법론을 결합하여 적용하였다. AMS-I.D 방법론의 경우 비교적 발

전용량이 큰 소수력 및 풍력발전, 태양광 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며, 극소규모 태양

광발전 사업의 경우 자가소비를 위한 AMS-I.F. 방법론이 사용될 예정이다.

6) 2013.3.8. CDM 집행위원회 73차 보고서 

● 조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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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기 술 방법론 신규사업 용량증대 교체

 태양광발전 (Photovoltaic)

AMS-I.F. O O -

AMS-I.D. O O -

풍력발전 (Wind power) AMS-I.D. O O O

소수력발전 (Small hydro power) AMS-I.D. O - -

[표 1] 제주도 프로그램 CDM 적용 기술, 방법론 및 설치방법

◎         CDM사업 평가의 핵심! 추가성을 입증하라...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향후 CPA 도입 시 

여러 가지 추가성 기준을 이용하여 사업에 대한 추가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규모 CPA 사업 추가성 증명

소규모 CPA의 경우 간소화된 `Attachment A of Appendix B`(Ver.08, EB63 

Annex24)를 사용하여 사업에 대한 추가성을 입증7)하도록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였

다. 지침에 따라 전력망에 연계된 15MW이하 설치용량의 태양기술(태양광 및 태양

열 전기생산), 해상풍력발전 및 해양기술(파력, 조력)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의 경우 자동으로 추가성이 인정(Positive List8))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CDM 사업의 CPA 중 전력망에 연계된 태양기술, 해상풍력발전 등의 사업은 추가적

인 평가 없이 추가성을 인정 받는다.

● 극소규모 CPA 사업 추가성 증명

극소규모 CPA 사업은 `Guidelines for demonstrating additionality of 

microscale project activities`를 사용하여 추가성을 증명 할 것이며, 3가지 형태의 

7)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은 해당 사업의 등록당시에 유효한 기준임  

8)  ‘Attachment A of Appendix B’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는 ‘Appendix B of the Simplified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Small-Scale CDM project activities(Ver.07, EB22)’에서 분리되어 발표함

◎         프로그램 CDM은 현재진행중...  

프로그램 CDM은 일반 CDM 사업과 다르게 개별 CPA에 대하여 평가기준, 즉 적

격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에 대한 추가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포함될 모

든 CPA 사업에 적합한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프로그램 CDM의 중요요소이

다. 본 프로그램 CDM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기술, 방법론, 설치방법 등 3가지가 조

합된 사업이며, 적격성 기준 또한 각각의 적용성을 모두 포함하여 마련되었다. 사업

평가 초기에는 적격성 기준에 대한 지침이 없어 작성이 까다로웠으나, 평가 중 CDM 

집행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적격성 기준을 작성하고 평가하였다.  

심사 과정

● 한림체육관

●● 청수다목적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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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규모 CDM 사업에 대해, 각 형태별로 추가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지침서에 명

시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 사업은 5MW이하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는 사

업 중 국가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산전력생산으로 각 독립된 하부시스템

의 설치용량이 1.5MW 이하고 하부시스템의 사용자가 지역주민들이므로 지침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 추가성을 증명하였다.

  심사팀은 2011년 4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하의 첫 번째 개별사업(CPA)인 제주도내 22곳의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행하였다. 22곳의 발전시스템 중 7곳은 설치공사 시작 전이었

으며 나머지 15곳은 설비가 완공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산된 전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각 현장별로 모니터링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프로그램CDM의 이렇게 접근하길...  

본 사업은 풍력, 소수력, 태양광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모두가 포함된 

프로그램 CDM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UN에 등록되었다. 이번 프로그램 CDM 사

업의 등록으로 인해 제주도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CDM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CDM 사업개발이 용이해졌다. 

향후 유사 CDM사업 진행시 참고될 사항을 적어 보았다.

성과/시사점

● 한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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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방법론 조합시 CPA 제출 방법

사업 평가당시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몇 개의 CPA를 제출해야 하

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CPA가 준비된 태

양광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하여 프로그램 CDM을 등록하였다. 하지만 향후 

추진될 프로그램 CDM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 요청 시 사업에 포함된 모든 기술

의 조합이 담긴 다수의 CPA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등록 신청시점에서 특정 사유

로 준비가 어려운 경우, 다른 기술조합을 이용한 CPA사업의 삽입은 프로그램에 대

한 ‘등록 후 변경절차(PRC: Post Registration Change)’를 통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CPA는 태양광 사업에 한해서 

적용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2개 풍력, 소수력 사업의 경우 PRC를 통해 변경을 승

인 받은 후 프로그램에 등록이 가능하다.  

● 샘플링 관련 

사업 평가당시 샘플링에 대한 기준 및 최소 모집단의 개수 등이 명확치 않아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샘플링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 CDM 사

업은 현재 샘플링 표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모니

터링 및 검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 중앙동 노인회관

●●● 제주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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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기후도시로 탈바꿈중...  

광주광역시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환경리딩 도시이다. 광주시는 월드뱅크

가 지정한 ‘글로벌 기후리더도시’로서 저탄소 기후회복 도시 이니셔티브의 세계 6

개 도시 중 하나이다. 광주는 LED 도로조명 프로그램 CDM(ref1).5019, 2012)을 

등록하여 추진 중이며, 최근 “도시 CDM”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광주시환경시설공단은 2009년부터 쓰레

기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메탄

가스를 활용해 유리온실에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하여 과일을 재배한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국내 최초로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 6

개 이상의 매립가스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하스슬러지 가스

화 등 다양한 환경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LFG 발전 CDM사업
Gwangju metropolitan city sanitary landfill 
LFG power plant CDM project

사업 개요

02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30,565 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Renewable Sources)

13. Waste handling and disposal

사용방법론 AMS-I.D(version 16), AMS-III.G(version 06)

등록일/발행일 2011년 2월 17일

심사기관 한국환경공단 

Gwangju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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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에서 피는 꽃처럼, 매립가스의 자원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매립가스 관련 유사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CDM 

사업 8,868건 중 424건(5%)이며, 그 중 국내 사업은 수도권 매립지사업 등 5건이다.

1) ref.no: UNFCCC CDM사업 등록번호

2) Cdmpipeline, UNEP Risoe Centre, 2013.6.1 

수요측 에너지 효유율
3.5%

조림/재조림
0.8%

수송
0%

신재생에너지
70%

매립가스
5%

메탄 저감, 시멘트, 
석탄광산 등

11%

공급측 에너지효율
7%

연료전환
2%

Ref No. 사업명 등록일 타당성평가기관

0941 Sudokwon Landfill Gas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 (50MW) 2007.4.30 DNV

0851 Daegu Bangcheon-Ri Landfill Gas CDM Project 2007.8.19 LRQA

2834 Mokpo landfill LFG recovery to electricity project 2010.2.18 Keco

4294 Gwangju Metropolitan city Landfill site LFG utilization project 2011.2.17 Keco

6922
Jinju Landfill Gas Recovery and Power Generation CDM 
Project

2012.8.16 KSA

[표 1] 국내 매립가스 사업 CDM 등록현황

[그림 1] 전세계 CDM사업 분야별 현황 2)

본 사업은 광주 양과동에 위치한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메탄가

스)를 활용한 전기생산활동을 CDM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단계

별로 2023년까지 3단계 매립장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1단계 매립장 

사용을 개시했다. 심사당시(2010) 매립면적 244천㎡, 매립용량 1,868천㎥ 규모였다.  

사업참여자는 광주광역시와  매립장 운영과 관리를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한 광주환

경시설관리공단, 발전소 건설,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서희건설 및 CDM사업

HFCs, PFCs, 
SF& N2O 저감

2%



K-DOE Forum 

20

추진을 위한 컨설팅사인 ㈜에코아이로 4개 기관이다. CDM 타당성평가를 위해 사

업참여자들 중 ㈜에코아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할한 의사소통과 심사 진행을 

위해 나머지 사업참여자들에게서 대표자선정 동의서를 받은 후 타당성평가를 진

행하였다. 발전사업은 총 설치용량 2MW로 1MW급 발전기 한 대는 2010년부터, 

다른 한대는 2011년부터 본 매립지에서 운전되었다. 발전사업 관련 설비은 매립가

스 포집시스템, 전처리시스템, 전기 생산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사업으로 

연간 약 6,800MWh의 전기를 생산하여 소내소비 후 국가전력망에 공급하고 있다. 

[그림 2] 매립가스 발전 시스템 (포집-전처리-전기생산)

◎         공학과 인문학 균형있는 시각으로...  

본 사업은 CDM사업의 중요 요건인 “추가성”을 투자장애 (Investment barrier)

를 설명함으로써 입증하고자 했다. 사업의 NPV(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0’이

하로 수익성이 없음을 보였다. 이때 사용된 할인율은 3년 국채수익율 5.27%를 적

용하였는데, 사업참여자 중 서희건설(민간기업)이 사업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보수적 계산이라고 판단하였다(회사채: 9.86%). 앞서 언

급한 발전기 이설 및 설치용량 추가로 인한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참여자는 

경제성분석에서 이설된 발전기 엔진의 감가상각액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다. 

심사팀은 이러한 내용은 이설해온 운정동 매립지의 과거 7년 발전매출내역

(2003-2009년), 발전기 엔진 구입 자료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설된 첫 번째 발전

기는 운정동에서 2003-2006년까지 4년간 운전되었으나 지난 2년(2007-2008)

동안 운전되지 않았고, 추가 발전기는 운정동매립지에서 5년간(2003-2007) 운전

되었지만 지난 2008-2010 사용되지 않았다. 두 발전기의 잔여수명은 25,000시

간이고 교체가능성을 관련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총투자비용은 설치용량이 비슷한 국내사업들과 비교했으며 이때 

보수적으로 발전기의 설치당시 가격을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총 전기판매량의 5%를 매립가스 이용료로 지자체에 지불하고 있으

심사 과정

Gas
Well

CSV
Tank

Heat
Exchanger

H2S
removal

Gas
Filter

Blower
Electricity
generator

Connected to grid

Gas

capture

Pretreatment Electricit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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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역시 경제성분석에 반영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도 사업비 대부분이 실제 집

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을 판단했으며, SMP(전력판매가)의 변동에 대

한 민감도 분석을 30%범위까지 확인해봤지만 NPV는 여전히 ‘0’이하였다. KPX 전

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04-2009년 SMP 평균증가율은 14.53%로 확인되었었으

며 SMP는 정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정부승인 없이 크게 변동할 수 없을 것이

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로부터의 자료에서, 전기 공급 평균증가율이 2010-2020

년 동안 2.4%까지, 2020-2030까지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 또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의 의존도는 감소하고 원자력 비율이 203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 점

3), 2020년까지 SMP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 한 점4)을 고려하여 심사팀은 

SMP가 30%까지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온실가스감축량 산정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해 “소규모사업을 위한 간

소화된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들에 대한 지역 법규 준수여부, 경제성 

분석을 통해 베이스라인을 결정하였다. 사업참여자는 1) 현재 소각활동은 계속하고 소각

되지 않은 매립가스를 에너지화 시설에 사용 없이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것, 2) CDM사업으로 추

진하지 않고 제안된 사업활동(발전)을 하는 것, 3) 매립가스를 소각하는 것 등 세가지 시나리

오를 제시하고 이 중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1)을 베이스라인으로 결정하였다.

3)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4) SMP 장기전망, KPX, 2007

● 심의 회의

● 매립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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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은 추가성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규준수와 관련하여, 국

내 폐기물 관리법은 소각시설이나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

으며, 매립지는 지정된 기관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구체적인 매립가스 소각 방식이나 소각시스템 효율 등을 명시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사업의 경우 매립가스 이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권고

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 등록된 수도권 매

립지 사업(ref.0941), 목포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 사업(ref.2834), 진주 매립지 매

립가스 발전 사업(ref.6922)의 타당성평가보고서에서 모두 이러한 법적 준수부분

을 인정하고 있다. 목포 매립지의 경우 간이소각시설이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상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적

이 있어 해당 시에서 매립가스 대기방출을 허가한 사례이다. 본 사업역시 정기점

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발전사업 허가 과정 등에서 법적 기준 준수여부를 

모두 확인 하였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배출량에서 

사업활동으로 인한 배출량과 누출배출량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본 사업에 적용된 

방법론(AMS-I.D와 AMS-III.G)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사업부재시 기존

매립지에서의 메탄배출량과 전기생산으로 부터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합이 된

다. 이러한 계산은 방법론과 관련된 Tool에서 제시하는 계산식과 기본값들을 적용

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각 파라미터의 값들을 결정할 때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5), 

국내 폐기물관리법이나 국가 통계자료들을 통하여 결정한다. 

5) 예를 들어 메탄발생량 계산을 위한 산화율(OX), 메탄 조정계수(MCF), 폐기물 성분 분율 등

6)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 환경부, 2008

7) cdmpipline, UNEP Risoe Centre, 2013.6.1.

● 발전설비

●●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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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시사점

특히, 법 준수를 위한 메탄가스 포집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명확한 제시가 없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참여자는 

환경부에서 발행한 매립지내 온실가스배출 연구자료나 평균 매립가스 처리효율 등

을 참조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경험값들을 적용하였다. 매립가스발전시설의 이용율은 

55.3%를 참조 하였는데, 이는 1MW급 매립가스발전시설의 `05-`07년 평균 이용률이

다6). 발전사업을 담당한 서희건설은 당시 6개의 매립가스 발전소를 운전한 경험을 

토대로 경험치를 적용하여 심사팀은 이러한 적용 값들을 환경부의 연구자료를 통해 

비교검토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누출배출량에 대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발전기를 운정동 매립지에서 이설했을 때 이설 이전 2년간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누출배출량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배우며...  

국내 매립가스 사업은 등록된 5개 사업 외에도 CDM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으

나 DOE로부터 부적격평가(2건)를 받았거나. 추진 중 중단된 사업들(4건)이 있었다

7).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매립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매립가스량의 불확실성과 매

립가스 조성의 다변성, 매립장 운영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가 높은 사업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 국내 추진 사례를 볼 때 사업 추진 전 사업의 추가성 입증 

및 감축량 산정 등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

당성평가를 수행하는 DOE 또한 기존 등록과 거절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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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과 CDM사업의 연계...  

본 사업은 앞서 송.변전을 포함하여 CDM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방법론의 적용

성에 한계가 확인되어, 송.변전에 대한 영역을 제외한 배전부분만을 별도로 사업

경계로 하여 CDM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1). 사업의 개요는 개폐기 등에 

이용되고 있는 절연가스인 SF6를 수리 또는 폐기 단계에서 잔여 가스를 대기 중

으로 방출하는 기존의 상황(베이스라인)을 고효율 회수기를 이용하여 회수 및 재

이용을 하여, 대기 중에 방출되는 SF6의 양을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

는 사업이다. 고효율 회수기의 경우 해외의 기 개발된 기술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한국전력 배전망 SF6 
저감 사업
SF6 emission reductions in distribtion 
part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사업 개요

1)  이후 송.변전과 관련한 기존 방법론의 적용성(Applicability)에 대해 사업자가 방법론 개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를 UNFCCC Meth panel에서 승인함으로서 현재 version은 02.0.0으로 개정된 상황임

03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135,695 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non-renewable sources)

11. Fugitive emissions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사용방법론 AM0035 (version 1.0.0)

등록일/발행일 2011년 2월 25일

심사기관 한국품질재단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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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위해 고효율의 회수기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으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CDM사업으로까지 연계함으로서, 기술개발의 효과를 

여러 영역으로 활용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례는 본건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사

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이행할 당시에는 유사사업의 등록 사

례가 없어, 방법론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 참조할 사례가 부재하여 심사과정 중

에 방법론 해석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였다. 특히, 방법론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 및 해석해야하는 데이터의 방대함으로 인해 타당성 검토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SF6 인벤토리 산정 = DI + AI - SI + REC – NEC

    DI : 재고 변동에 따른 변동분

    AI : 인벤토리내 신규 유입(구매)에 따른 변동분

    SI : 공급자로 재판매 또는 리사이클링을 위해 보내지는 변동분

    REC : 폐기제품 용량 (폐기 제품의 명판 용량)

    NEC : 신규제품의 용량 (신규 제품의 명판 용량)

[사업의 조직경계 및 개요]

◎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이용한 배출량산정...  

해당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설정 및 프로젝트 배출량의 설정, 그리고 

사업 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모든 배출량 산정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조직경계 

내 SF6가스의 인벤토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인벤토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

용되는 연도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 (과거 3개년 데이터) 및 프로젝트 배출량(모

니터링 데이터)이 결정되며, 각 항목이 모니터링 파라미터가 된다.

심사 과정

Project Boundary

Local material centre Out

Out

Injection

GIS in
substation

SF6

Reclamtion plant

TransportInjection
into

cylinder

Gas
analysys

Recovery
& filter
system

Gas
analysis

Distribution
(equipment)

Storage

In local material centre

Storage in SF6 cylinder storage

& management centreDecommission

Distribution equipment
(containing SF6)

: recycling process

: SF6 gas flow

: Monitoring Poi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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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데이터는 샘플링으로...  

한국전력의 경우 전국을 14개의 지역본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산시

스템을 통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 대한 위치, 장비정보, 신규설치, 수리, 폐

기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에 따라 사진이 확보 가능

한 경우에는 명판 및 위치에 대한 사항이 확인 가능한 사진 등이 첨부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데이터는 각 전산 시스템 및 증빙자료를 기초로 

한 본부별 데이터가 1차 취합 된 후, 이것이 본사로 보고되어, 본사에서 총괄 취합

하여 배출량의 산정을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타당성 평가의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보고한 인벤토리 자료

에 대해서 전체 취합된 데이터와 각 지역본부에서 보고한 데이터와의 일치성을 확

인한 후, 각 본부별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샘플링을 통해 증빙자료와 보고 데이터

와의 일치성에 대해서 확인을 이행하여, 적용된 데이터의 일치성 및 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North Gyeonggi

Gangwon

Incheon

Seoul/namseoul

Gyeonggi

Chungbuk

Jeonbuk

Busan

Gyeongnam

Jeju

Daegu-Gyeongbuk

Gwangju-jeonnam

 Daejeon-Chungnam

Material centre

[사업경계 및 한국전력의 14개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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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25.8kV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전격전압 25.8kV 절연물의 종류 SF GAS

정격연속전류 600A 정격가스압력 0.7kg/cm2g at 20℃

정격부하개폐전류 600A 최저보증가스입력 0.1kg/com2.g

정격투압전류 32.5kA(peck) 중량/가스양 kg/3.0kg

정격단시간전류 12.5kA(1sec) 제조년월일

정격충격내전압 125kV 제조번호

A1

B1

C1

S1

A2

B2

C2

S2

A3

B3

C3

S3

[조사시 확인한 시설의 명판 예]

한편, 사업자의 인벤토리 작성용 데이터의 경우 명판 및 제품 사양에 의한 데이터

가 이용되는데, 방법론 요구사항에 따라 명판 및 제품 사양의 정보와 관련하여, 각 

설비에 충진된 SF6 가스의 양이 99%의 정확도(Accuracy)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

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다. 따라서, 제조사의 가스 충진관

련 시스템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이행하였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품질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서를 갖고 

이를 이행하고 있었음이 확인하였고, 또한 사용되는 계측기에 대한 관리도 해당 절

차서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었다. 일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과거 데이터 및 제조사의 사양 등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

용한 것을 확인함으로서,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보수적 접근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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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CERs 분쟁방지...  

본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활동은 사업자가 폐기 또는 수리되는 배전 

설비로부터 SF6 가스를 회수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고효율 회수기를 개발

하여 적용하였으며, 회수된 SF6는 관련 규격에 따라 성상분석을 통해 확인된 가

스의 질을 구분하여 직접 재이용 또는 가공 후 재이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직접 

재이용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설비 내에서 재주입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활동상 

큰 제약이 없으나, 가공 후 재이용의 경우에는 가공을 통하여 재이용을 하는 과정

이 들어가게 되므로 가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가공 input/output량)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행되도록 계획을 반영하였고, 또한 가공 업체의 역할

에 따라 Credit의 분쟁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사업자간 협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였다. 

한편, 타당성 평가 보고서상에서는 본 사업의 특성상, 회수된 SF6가 가공 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CDM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확인하고 베이스라인 

인벤토리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용된 설비 이외의 것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상 폐

기설비로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FAR로 기록하여, 차후 검증 과정에서 프로

젝트 활동에 대해서만 배출권(credit)을 확보하고, 보수적인 감축량 산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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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시사점

◎         SF6 CDM사업 개발 이렇게 접근...  

본 사업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유사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할 만큼 추진

이 쉽지 않은 사업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전력계통의 규모는 국가마다 큰 특성이 있

어, 사업의 경계가 상당히 큰 특성을 갖는 사업이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다수의 사

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베이스라인 SF6 인벤토리를 확

인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 및 취합 데이터의 정확도 등이 요구되고 있어, SF6 가스에 

대한 개별적인 기록 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CDM으로의 사업 개발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DM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요구년

도에 대한 베이스라인 취합이 사전에 필요하며, 사업 개발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한편, 각 국가별로 전력계통이 존재하고 있고, 70년대 이후 SF6가스를 이용한 절

연 설비 등이 다수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SF6가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높은 가스

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각 국가별 전력망(grid)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CDM

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례는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 국가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사업자가 방법론 개정을 통해 

송.변전 설비에 대한 사업 이행 준비가 진행되었으며, 회수기술 개발의 해외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기술의 수출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의 관련 사업의 향후 추진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사업의 타당성 평가 사례는 방법론 개발 이후 초기에 진행된 타당성 평

가 및 등록사업으로 향후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는 관련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이행

하는데 있어서 선 이행된 평가 사례로서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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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AP의 입회를 통한 심사는 어려워...  

“한국동서발전 당진소수력 발전사업”은 한국동서발전(주)가 신재생에너지 사

업개발의 일환으로 당진화력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방류수를 이용하는 

5MW급 소수력 발전으로써 냉각수 방류수로에 설치되어 있다. 2009년 8월 7일

에 UNFCCC에 등록된 CDM 사업으로 2010년 1월부터 15개월간의 모니터링 실적

에 대한 검증을 요청받아 모니터링 보고서를 UNFCCC website에 게시하고 검증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동 사업이 CDM AP1)의 입회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7월 6일 현장평가 시점에 동 사업을 통한 검증기관의 평가도 아울러 진행

되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소수력 발전사업
Korea East-West Power Dangjin 
small hydro power plant project (5MW)

사업 개요

1) CDM Accreditation Panel : CDM운영기구의 심사자격평가 기구 

04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15,096 tCO2/년 (1차 모니터링 :  17,424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

사용방법론 AMS-I.D. (version 13)

등록일/발행일 2009년 08월 07일 (1차 CER 발급일: 2013년 3월 17일)

심사기관 한국표준협회

Dangjin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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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가 7월말과 본사에 대한 현장평가가 실시된 것은 첫 현장평가시점에서 모

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시된 온실가스감축량 산정표의 발전량과 사업장에서 확인한 

발전량이 전혀 다른 값으로 제시되어 CDM-AP 평가팀으로부터 실제 발전량이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을 제시하여 본사의 전력거래 담당에서 재확인하였으며, 국내의 발

전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경계에 대한 적절성을 재확인토록 요구하여 이

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장평가가 수행되었다.

본 검증사업은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문서검토 → 현장평가 → 부적합발행 → 모

니터링 계획 수정 →모니터링 보고서 수정 → 최종 검증보고서 발행순으로 진행되었

는데, 등록된 사업계획과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 모니터링 계획의 수정과 평가 및 CDM EB의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했으므로 

검증사업의 진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졌다.

최종적으로 15개월간의 탄소배출권은 발전량이 사업계획보다 약간 작아 예상 감축

량보다는 8%가량 적은 탄소배출권 17,424tCO2이 2013년 3월 7일에 한국동서발전

(주) 앞으로 인증되었다.

◎         온실가스감축량 검증심사 쟁점사항...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이슈사항은 모니터링 계획, 등록된 사업계획에 따른 사

업 실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 및 계산의 평가에 관련된 사항으로 부적합 

발행을 통하여 부적합 사항의 시정 및 모니터링 보고서가 수정되었다. 

먼저, 등록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행의 평가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발전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명판에 명시된 터빈과 발전기의 용량과 등록된 PDD 및 모니터링 보

고서와 서로 다름”이 발견되었다. 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장비 구매 계약서, 

심사 과정

● 시작회의

●● 현장심사 증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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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보고서 및 공급자 판매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설치된 터빈과 발전기의 용량은 

등록된 사업과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단지 발전설비에 부착된 명판이 시공 과정에

서 잘못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

자가 수정된 명판을 해당 설비에 부착하였다. 

둘째로, 등록된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 준수와 관련하여 설치된 전력량계

의 교정 주기 및 모니터링 포인트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발견사항이 있

었다.

① 모니터링 보고서에 명시된 전력량계의 교정주기가 등록된 사업계획과 서로 

다르고, 또한 당시 적용되었던 소규모 CDM방법론의 일반지침”에 규정된 교정주

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등록된 사업계획서에는 송전량

계 및 수전량계에 관계없이 3년 6개월 ±6개월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송전량계와 사업자의 통제 하에 있는 수전량계(#7, #8호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수

전되는 전기)는 교정 주기를 3년으로 그리고 KEPCO 전력망에서 수전하는 전력을 

측정하는 수전량계는 한전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정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정하여 CDM EB의 승인을 받았다.

②  단선도 및 현장실사 결과 등록된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은 석탄 화력발전소 #7과 #8에서 생산된 전력

이 프로젝트 경계 내로 인입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발견되

었다. 이는 전력배출계수가 높은 석탄화력 발전소

에서 인입되어 외부 전력망에 공급될 경우 CER

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었다. 그러나 실제에는 비상상황 즉, 한전에서 공

급되는 수전전력이 차단될 경우에 한하여 인근 #7 

및 #8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소수력 발전소로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수전량은 많지 

않음이 설치된 전력량계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계획에 

비상 수전량계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되도록 하고, 

수전량이 송전량의 1%미만인 경우 감축량 산정에 

고려않고, 그 이상 수전되는 경우 “Tool to calculate baseline, project and/or 

leakage emissions from electricity consumption”에 따라 보수적인 전력배출

계수인 1.3 tCO2/MWh로 적용하여 감축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정하고 CDM EB의 승인을 받았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데이터 및 자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전력생산

량, 생산된 전력량의 교차확인 및 수전량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발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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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도출되었고 부적합발행을 통하여 모니터링 보고서가 수정되었다.

①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온실가스감축량 산정표에 명시된 일일 전력생

산량과 현장실사 과정에서 현장 담당자가 제시한 일일 전력 생산량 데이터가 서

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장 담당자는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일일 발전량 ERP 데

이터가 정확하다고 확인하였으나, 당시 입회하고 있던 CDM-AP 심사팀도 이

러한 발전량의 불일치를 보았으며, 이는 발전량 전체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본사에서 전력거래 담당과 인터뷰 및 

현장실사 결과 최초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온실가스감축량 산정표 데

이터에 명시된 전력 생산량은 일치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입증자료로 한국전

력거래소로부터 소수력에서 송전량 전력량 확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 현장

의 담당자가 잘못된 자료를 검증팀과 CDM-AP 심사팀에게 제출한 것이 이유

였다. 

②  등록된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르면 소수력 발전소의 송전량에 대한 

중복확인(double check) 수단으로 송전량 판매 세금계산서와 교차확인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발전회사에서의 송전량은 개별 발전소별로 별도 

세금계산서가 없고, 해당기간의 전체 발전소에서 생산하여 송전한 전체 송전량

만 존재하여 단일 현장의 송전량은 세금계산서로 교차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

서 수정된 모니터링 계획에 중복확인(double check)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교차

확인 내용을 삭제하였다.

③  사업자가 순 송전량은 소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송전량에서 한전으로부터 인

입된 수전력을 공제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소내 소비전력의 증빙으로 한전 

고지서를 제시하였으나, 한전 고지서에 명시된 주기와 모니터링 주기가 일치하

지 않았다. 월별 모니터링 기간의 차이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간 시작 월과 마지막 월의 전후 기간 즉 1개월의 소내 소비전력을 추가로 고

려하였다.

● 현장확인

●● 현장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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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된 사업계획서와 실제 모니터링 방법이 다른 사

항이 다수 발견되어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에야 검증이 완료되었다.

◎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Check! Check! Check!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CDM사업으로 쉽게 등록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고, 실제 다른 유형의 CDM 프로젝트보다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 및 등록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빠른 등록

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실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검증과정에서 많

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배출권 미발급 및 지연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현황, 모니터링 계획 및 데이터의 품질관리는 실제 개발 사업이 가지

고 있는 특성이 사업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바, 다음과 같이 실제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발전용량 등은 계획단계에서의 용량이 시공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의 상

황이 바뀌어 발전용량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은 바, 최종적으로 용량의 변동

이 없었는지 등록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업계획서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부착된 설비용량이 실제 설치된 설비의 용량이 다른 경우

도 종종 있는 바, 사업관리자는 이러한 사항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성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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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감축량 산정에 관련된 파라미터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

사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CDM EB의 관련지침과 실제상황을 면

밀히 검토 하고 검증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를 토대로 모니

터링 계획이 수립되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많은 신재생에너지의 모

니터링 계획을 살펴보면 초기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과 후속적으로 등록된 사업의 모

니터링 계획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다. 특히 계량기의 정확도(Accuracy)는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는 바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해당 현장의 특수성 미반영으로 인하여 추구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배출

권을 못 받거나 평가과정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모니터링 인자(Parameter)에 대한 QA/QC적 측면으로 등록에만 초점을 맞

추어 실제 사업실행 과정에서의 이행은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QA/QC를 고려 즉, 법

적 또는 EB지침보다 짧은 측정기기의 교정주기, 잦은 모니터링 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불필요한 교차확인 등을 모니터링 계획의 QA/QC에 명시하여 검증과정에서 불필

요한 업무와 과도한 검증으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 또한 모니터링 계획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등록된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EB의 작성지침과 

국내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킬 수 없는 과도한 QA/QC가 아닌 실제 이행할 수 

있는 QA/QC를 확인하고 이를 사업계획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CDM 사업은 과거 등록된 CDM 사업에 명시된 항목이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CDM EB 최신 절차와 지침이 기준임을 명심하고, CDM 사업계획이 수립, 실

행 및 관리가 이행되어야 검증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적게 발생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CER)의 발급이 원활하게 발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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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기성 소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  

본 사업은 우리나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0호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돈분

을 수거하여 음식폐기물과 혼합한 후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소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0.37 MW 규모의 발전기에 

투입되어 연간 2,492 MWh의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계통에 공급하게 된다. 

혐기성 소화조에서 돈분과 음식폐기물은 70 : 30의 비율로 혼합되어 투입되고 혐

기성 발효 후 남은 잔여물은 비료이용을 위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생산된 바

이오가스는 전량 발전기로 투입하되 일부 남은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설 

내 보일러에 투입하여 소화조 가온용으로 이용하게 되고 설비 고장과 같은 비상 

시에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연돌에 설치된 버너를 통해 소각하게 된다. 총 투자

비는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설비로 혐기성 소화조와 바이오가스 

발전기 등이 포함된다.

정읍시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Biogas based power generation 
project at Jeongeup-si

사업 개요

05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1,664 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 (Renewable Sources)

사용방법론 AMS-I.D (version 17)

등록일/발행일 2012년 9월 3일

심사기관 에너지관리공단

Jeongeup-si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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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

[사업경계]

◎         심사 중점 사항은...  

본 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혐기

성 소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연소함으로써 사업 이전 돈분 처리과정에서 발

생되는 메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전력계통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생산된 전기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금번 심사과정은 이러한 두 가지 감축활동에 대하여 각각의 베이스라인 시나

리오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점을 메탄 감

축과 관련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메탄 감축량을 요

구하기 위해서는 사업 이전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에서 해당 농가가 돈분을 혐기

성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본 사업은 양돈 분뇨와 음식폐기물을 함께 섞어서 바이오가스 소화조에 투

입하게 되는데 양돈 분뇨와 음식폐기물은 서로 성상이 다르고 발생처도 달라 각각의 

[사업경계]

Project Residue
Fertilizer

Anaerobic Digestion system

Project

Manure

Biogas

Gas generater

ProjectBaseline

Open lagoon/SlurryOpen lagoon/SlurryOpen lagoon/SlurryOpen lagoon/Slurry

Food waste
leachate

Baseline

Swine

livestock
Flare for emergency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Ltd)

Food waste reeyeling center

CH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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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

은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업에 의한 내부수익률이 은행의 기

업 대출 이자율보다 낮음을 보임으로써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하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

던 부분은 본 사업을 통하여 이전의 돈분 및 음

식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절감되었던 것을 경제

성 분석에서 수익으로 감안하여 비교해야 한다

는 점이었다.

◎         산 넘어 산, 최종 등록 승인까지...  

본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다행

스러웠던 점은 심사를 시작(2011.10월)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CDM 국

가승인 기구(DN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우리나라의 5 MW 이하 

극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들 중 추가성 입증 생략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CDM집

행위원회(EB)에 제안하여 최종 승인(2012.3월)을 받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경제성 분석 항목의 적절성 여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메탄 감축 관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대한 적절

성에 대한 심사는 계속 사업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업자 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메탄 감축 부분을 사업범위에서 제

외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심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심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고 CDM집행위원회(EB)에 보

고서를 제출한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사업자 측에서 사업

계획서 내에 메탄 감축과 관련된 부분을 일체 삭제함에 따라 심사보고서에서도 심

사 과정에서 메탄 감축과 관련하여 진행하였던 부분을 모두 제외하여 제출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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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갑자기 CDM집행위원회(EB) 측에서 바이오가스 소화조 시설에서의 메탄 발생 가

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뜻밖의 사항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지적에 심사팀은 서둘러 IPCC 가이드라인의 관련 항목과 혐기성 소화

와 관련된 베이스라인 방법론인 AMS-III.AO에 대한 자세한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검토 결과, IPCC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에서 혐기성 소화조에서 누출되는 메탄의 

양을 최대 메탄발생 잠재력의 10%로 예측한 점과 베이스라인 방법론 AMS-III.AO

에서 혐기성 소화조의 물리적 누출량을 총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5%로 예측한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IPCC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에서 돈분과 유사한 액상 

폐기물의 메탄 발생량을 메탄 발생량을 최대 메탄발생 잠재력의 14%로 예측한 점도 

중요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사업자 측에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여 사업계획서의 관련 부분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사업 가동 

이후 연돌에서의 바이오가스 소각량이 총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14%를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감축량을 할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가 수정되었고 최종 CDM집행위원

회(EB)의 검토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         국가 정책의 변수를 잘 감지해야...  

본 사업은 국내 최초의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에 대하여 CDM으로 등록된 사례이

다. 악취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들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돈분 처

리 문제를 CDM사업을 통해 해결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돈분의 경우 양돈 농가로부터 별도의 수거 과정이 필요한 까닭에 비용도 만만치 않

은 상황인데 이들을 수거하여 전력 생산에 이용한다는 점이 앞으로의 사업 확산에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CDM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특히, 

CDM집행위원회(EB)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합리적인 감축 시나리오 설정

과 정확한 데이터들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전부터 이를 만족하여 추진하기란 정말 

어려워 보인다. 또한, 본 사업과 같이 시나리오 설정과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메

탄 감축 부분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스 연돌 소각량과 같은 관련 항목

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은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부

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추가성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다행히 극소

규모 사업의 추가성 지침의 적용을 받아 추가성 입증을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

었지만 정책적으로 볼 때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되어 돈분의 처리가 

법제화된 부분을 추가성 입증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는 심사 과정에서 

한번쯤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성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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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을 가꾸며 온실가스감축, 1석 2조 !...  

본 조림사업은 강원도 고성군의 버려진 목초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사

업으로 총 75㏊의 면적에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 우리나라의 산림에 적합

한 수종을 심어 향후 20년간 총 1만 2천여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다. 본래 

CDM 조림사업은 대상지 선정, 바이오매스 축적량 계산, 누출량 추정 등 인증기준

이 까다로워 심사 착수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사업이 37건(총 유엔 등록

사업의 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또한, 등록된 사업의 대부분이 나무 성장속도가 빠른 열대림에 속하고 있어 온

대림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었

다. 특히, 조림사업 발굴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도 조림 대상지를 찾는 것인데 이에 

대한 유엔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

한국 유휴 낙농 목초지 
재조림 사업
Reforestation of Abandoned Dairy 
Cattle Grazing Grasslands in Korea

사업 개요

06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20년           60년

예상 감축량 621 tCO2

사업 분야 14. Forestry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사용방법론 AR-AMS0001 (version 06)

등록일/발행일 2012년 12월 26일

심사기관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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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사업지가 속한 국가에서 유엔에 산림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토지면적 0.5 ha, 최소 수관울폐도(crown cover) 10%, 최

소 수고(tree hight) 5m로 그 기준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또한, 유엔에 CDM 조

림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가 과거 50년 이상 황폐지로 버려져 있었거

나 1989년 12월 31일 시점에 산림이 아닌 대상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

러한 여러 측면을 볼 때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뚫고 추진하

게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사업이 추진되는 강원고 고성군의 목초지의 

경우 1975년도에 조성된 이후 줄곧 버려져 있어 앞서 말한 중요 요건에 잘 부합한 사

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업 가능 여부를 잘 파악해야...  

본 심사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대상지 선정에 관한 것이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본 사업은 1989년 12월 31일 시점에 산림이 아니었음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선정된 대상지가 조림사업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탄소 축적량의 증

가는 없을 것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없이 하였다. 두 번째는 조림으로 인한 바이오

매스 축적량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유엔 지침에서는 국가 

인벤토리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였다. 

먼저 대상지 선정을 평가하는 일부터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첫 출발부터 난항을 겪

었다. 사업자 측으로부터 1975년에 대상지에 대한 목초지 허가 관련 문서를 받아 쉽

게 평가가 진행된다 싶었는데 1989년 12월 31일 시점에 산림이 아니었음을 평가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았다. 사업자 측에서는 1989년에 대상지를 찍은 위성사진을 제출하

였는데 문제는 해상도가 30m로 너무 선명도가 떨어져 산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

었다. 반면에 2010에 찍은 대상지의 위성사진은 해상도가 1m인 고화질 사진으로 산

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었다.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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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성사진으로 1989년 시점의 산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

론을 내리고 본 대상지를 관리하는 국유림 관리소를 찾아가 관련 문서를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행히 대상지를 담당하는 양양 국유림 관리소는 1970년대 이후의 

과거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증거자료로서 가장 중요했던 자료는 크

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86년 시점에 국유림 관리소에서 목축을 위해 대상지를 

임차했던 해당 기업에게 1991년까지 임차를 연장해주는 문서였고 또 하나는 그로

부터 20여년이 지나 산림청의 감사 보고서에서 본 대상지가 목축을 위해 1975년 

임대되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음을 보고하

는 자료였다. 모두들 국가기관에서 공식문서로 제출된 것이므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평가되었다. 

일단 심사팀에서는 해상도가 낮은 위성자

료보다는 국가 기관에서 작성한 공식문서의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문서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31일 시점에 본 대상지는 산림

이 아니고 방치 상태인 목초지로 결론을 내

렸다. 또한, 본 대상지가 향후에도 여전히 방

치된 상태에서 탄소축적의 가능성이 없음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분야 대학

연구소에서 입목축적상태를 조사하여 향후 

건강한 산림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없음을 보

고한 결과에 근거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에서 본 대상지의 베이스라인 축적량은 없

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평가한 사항은 본 대상지에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을  심어 

조림을 하였을 경우 향후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정확하게 추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사실 바이오매스 축적량은 연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직접 측정하게 되어 

있어 사업 타당성확인 단계에서는 적절히 추정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

면 충분하였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추정에 쓰이는 공식과 수치들이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에 사용되거나 충분한 실험설계를 거쳐 얻어진 자료들만을 인정하도록 하

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과 국립산

림과학원에서 주요 수종에 대하여 임분수확표와 상대생장방정식 등의 중요 연구

자료들을 이미 발간한 상태여서 이를 대조해보는 작업이 비교적 수월하였다.  

또한, 본 대상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도 심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현

장을 가보니 실제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약간의 경작지가 있었고 대부분이 무성

한 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약간의 잡목들이 군데군데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작지의 경우 본 사업의 경계에서 제외되어 있고 조림을 위해 제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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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의 경우 그 양을 추정하여 전체 감축량에서 제외하여 계산해 놓음을 확인하여 

대상지의 적격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추가성(Additionality)을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 사실 본 사업의 경우 조림을 실시한 후 60년 동안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계

획하고 있어 벌채로 인한 수익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경제성을 보

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DM심사의 성격

상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사업자 측

에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사업자 측은 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불가 

공문을 심사팀에 제출하여 추가성에 대한 평가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

◎         지구의‘허파’, 산림보호의 첫 시작...  

본 사업에 대한 심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림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평가를 처음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 무엇보다도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조림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외에도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적절

한 대상지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처음해보는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

리 한 점은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수년간에 걸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한 담당 기업과 컨설팅 업체의 노고가 그 바탕이 되었음에는 논란의 여

지가 없을 것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가 발간한 자

료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산림파괴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 총 

배출량의 11.3%(열대림)에 이르고 있

다. 열대림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이웃

에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산림의 훼손

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산림 조성에 대한 탄

소배출권 확보는 산림을 보호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에는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베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심사의 

성공이 향후 산림황폐화 및 에너지부족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 북한에서의 조

림 및 REDD사업의 확대에도 적극 참여할 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성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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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2015년부터 국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EU 27개국 통합 배출권거래제(이하 EU-ETS) 2기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시행되

었고 금년부터 새로이 3기가 출범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EU-ETS 2기 5년 간의 탄소시장 운

영 성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펼쳐질 한국 탄소시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EU 탄소시장의 운영 성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래활성화에는 성공했으나 시장 안정성에

서는 실패했다고 본다. 반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사 직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재 상황을 고려할 때 왠지 실패 쪽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다.  

EU 탄소시장의 가장 성공적인 덕목은 거래량의 꾸준한 증가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에 의한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의 부침 유발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 참조) EUA(EU-ETS 할당배출권의 이름) 월평균 거래량

이 2008년의 3억 톤에서 2012년 7억 톤으로 증가하며 단기간에 180조원(2011년 기준) 시장을 

EU 탄소시장 운영 시사점 및 한국 탄소시장 전망

기고문Ⅱ

박 찬 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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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이제는 유럽의 주요 commodity시장으로 부상하

였다. 이러한 시장 활성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완전 자유

경쟁시장을 지향한 EC 당국의 거래 규제 철폐, 에너지 

대기업의 헷징 수요 급증, 투기자본의 대량 유입, 할당

과 준수의 시간차로 인한 실질적인 배출권 차입 효과 등

을 들 수 있다.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초기에

는 거래소밖 거래(장외거래와 일대일 거래)가 우세했으

나 거래소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거래소밖 거

래와 거래소 거래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초기

에 유럽의 거대 에너지 거래소인 EEX(독), ICE(영), 

PowerNext(불) 등이 탄소거래를 과소평가하여 무관심

한 사이에 미국 CCX의 자회사인 ECX가 재빨리 시장을 

선점하였고 지금까지 거래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

는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ECX를 ICE가 인

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물거래와 현물거래를 비교해 보면 EU 탄소시장은 

선물 위주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배출권의 성격상 탄

소시장은 선물거래가 대세이기도 하지만 온갖 사기 사건

의 온상이 된 현물시장이 신뢰성에 타격을 입고, 틈새시

장인 현물거래에 주력하던 BlueNext(불) 거래소가 2012

년 12월 시장에서 철수한 후 현물거래는 미미하게 명맥

만 이어가고 있다. 그림 3에서 2009년 현물거래가 급격

히 증가한 부분은 바로 부가가치세 사기를 위한 돌려치

기 거래에 의한 것이다.

이제 실패로 판명된 EU 탄소시장의 시장 안정성에 대

해 살펴보겠다. 우선 시장 왜곡과 남용 사태부터 알아보

면, 4가지 형태의 사기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고 반면 이

렇다 할 시장조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단일 품목

의 거대 시장에서 시장조작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데 반

해 3만이 넘는 플레이어들이 활동하는 활성화된 시장인 

관계로 온갖 사기 사건이 빈발하였다. 2009년을 관통한 

대규모 부가가치세 사기 사건, 2010년 1월의 사이버 피

싱에 의한 배출권 절도 사건, 2010년 3월 헝가리의 CER 

리싸이클링 사건, 2011년 1월 5개 국 등록부에서 발생한 

사이버 해킹에 의한 배출권 절도 사건 등이 그 것이다. 

EU 탄소시장이 사기 범죄조직의 주 타겟이 된 원인은 

계정 개설의 완전 자유화로 누구나 손쉽게 계정을 열 수 

있었고, 27개 회원국의 국권을 존중하여 등록부의 관리

를 전적으로 각 국가에 맡김으로써 통일된 Tax 규정이 

없었고 시장 감독기능이 전무했으며 등록부 IT 시스템의 

보안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 사건들은 일시 거래중지를 야기

Source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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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했을뿐 배출권 가격변동 등 시장 상황에는 거의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즉시 대처가 가능했지

만, 정작 EU 탄소시장의 안정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은 시장에 엄청나게 남아도는 잉여 배출권(이하 EUA 

Surplus)의 존재였다. 잘못된 시장 예측으로 인한 과다

할당과 경기 침체가 남긴 EUA Surplus가 7억 톤, 5년 

동안 싸구려 상쇄 배출권(CER과 ERU)의 대체 납부로 

남은 EUA Surplus가 무려 11억 톤, 2013년 현재 도합 

18억 톤의 EUA Surplus가 유령이 되어 EU 탄소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그림 4 참조) 이 유령의 실체가 보고된 

2011년 5월부터 EUA 가격은 끝없는 폭락을 거듭하여 

당시 20유로이던 가격이 지금 3~4유로에 머무르고 있

다. (그림 1 참조)

더욱 암울한 것은 이 유령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3

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퇴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과 현재 EU-ETS 제도에는 이 유령을 퇴출시킬 아무런 

시장 안정화 장치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긴

급하게 마련한 Backloading이라는 일회성 시장개입 조

차도 유럽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지 상실과 미국의 쉐일

가스 혁명에 놀란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의회 통과가 불

투명한 상황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지나친 유럽의 자만심이 지금 자신

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의 기업들은 아무런 

감축노력이나 감축부담 없이 2020년까지 안온하게 이 

유령 뒤에 숨기를 원한다. 이 유령을 퇴치하고 EUA 가

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더 이상 EU-ETS

의 미래는 없고 나아가 세계 기후협상을 주도하던 EU의 

리더십도 설 자리는 잃을 것이다.

2015년 시작될 한국 탄소시장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전

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위험한 발상이다. 차라

리 위의 EU 탄소시장의 사례를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

사로 삼아 앞으로 발표될 환경부의 고시나 규정에는 이

러한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쉬울 듯 하다. 하지만 그러한 제안들을 거론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배출권거래제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몇 가지 비교적 분명한 전망들은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국 탄소시장은 2020년까지 일반인의 시장접근을 원

천 봉쇄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듦으로 해서 시장 안정

성을 위해 거래활성화는 포기한 것이 분명하다. 460이

라는 플레이어 숫자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에는 절

대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참여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체이므로 일반적으로 투기거래를 잘 하지 않으며 거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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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래소밖 거래 vs 거래소거래

[그림 3] 선물거래 vs 현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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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상당히 낮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럽과 같이 

헷징 수요도 크게 기대하지 못하므로 초기 유동성 확보

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금년 6월 18일 

개장한 중국 심천 ETS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심천 

ETS에서는 개장일 당일 의례적이고 과시적으로 행해진 

8건(총 21,000톤)의 거래 외에는 지금까지 체결된 거래

가 없다.  

다음으로 시장 안정성인데 일반인과 외국인의 시장 진

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EU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잘못된 Cap 설

정과 할당,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 잘못된 상쇄 제도 

등이 배출권 수급을 왜곡시켜 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개연성이 훨씬 높다. 또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작은 시장에서 내부인의 시장조작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탄소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 상

세 세부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Cap 설정과 할당

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평하고 투명하고 적절한 

Cap 설정과 할당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불확실하고 

예측치인 BAU 개념이 Cap 설정과 할당에 포함된다면 예측이 

많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Cap 자동 조정장치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둘째, 과다/과소 할당, 급격한 경기변동, 시장조작 등에 의

해 비정상적인 가격변동의 가능성이 상재하므로 다각적인 시

장 안정화 장치의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floor price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격이 오른다고 죽는 시장은 없지만 가격이 바닥인 

탄소시장은 존재 이유가 없다.

셋째, 시장 수급 상황과 연계한 유연한 상쇄 제도를 설계할 

것과 고품질 상쇄배출권의 선정과 개발에 힘써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작에 대비한 시장 감독기능과 등록

부 및 기타 IT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바

란다. 

Deutsche Bank(13feb 2012) Point Carbon(19 Dec 2011) Barclay Capital(10 jan 2012) Orbeo(17 j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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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UA Surplus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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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해외투자 모델, 스리랑카 프로그램 CDM사업...  

본 프로그램 CDM사업은 2011년 2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KECO)과 스리랑

카 서부 폐기물관리청 (WMA-WP)간의 “스리랑카 폐기물퇴비화 사업” 업무협약

(MOU) 체결로 사업이 개시되었다. KECO와 WMA-WP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으로 아래 “[그림 1] 프로그램 CDM 운영 조직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KECO는 프

로그램 CDM운영의 지원 측면, 즉 향후 CPA 추가 등록을 포함한 UN등록, 모니터

링 보고서 작성 및 배출권(CERs) 신청을 담당하고, WMA-WP가 이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주체(CME)의 역할수행, CPA 추가, CPA 운영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것으로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어져 있다. 

이 사업은 스리랑카 지역의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를 이용한 퇴비화로 

폐기물 매립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하나인 메탄(CH4)의 발생을 회피하는 

스리랑카 생활폐기물 
퇴비화 P-CDM 사업
Municipal Waste Compost 
Programme in Sri Lanka

사업 개요

01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20,000 tCO2/년 (4개 CPA 기준)

사업 분야 13. Waste handling Disposal

사용방법론 AMS-III.F. (version 10)

등록일/발행일 2012년 09월 09일

심사기관 한국표준협회

Sri Lanka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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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

사업으로, 신설 플랜트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확장과 용량증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감축활동이 일어나는 개별 CPA의 사업자는 스리랑카 지역의 공공 및 민

간 사업자 모두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사업대상 지역은 스리랑카 국토 전체

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규모는 스리랑카 지역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

리하고 있는 규모인 연간 15,000 ~ 45,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연

간 4,000 ~ 5,000의 퇴비를 생산하고, 온실가스 감축규모는 각 CPA별로 연간 약 

20,000tCO2eq 정도이다. 퇴비화 기술은 기존 전통방식의 수동 퇴비화에서 업그레

이드 된 동력을 이용한 공기주입 방식을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량을 증가시키고 인력

에 의존하는 부분을 기계화된 기술로 전화토록 하였다.

현재 스리랑카 대부분의 생활 폐기물은 침출수 예방을 위한 차수막 등의 설치없이 

단순매립(open dumping)으로 처리되어 도시지역 곳곳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쌓

여 있고,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악취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

고, 단지 극히 소량의 생활 폐기물만이 전통적 방식에 의한 퇴비화로 폐기물을 줄이

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등록과 동시에 동 프로그램 CDM 하에서 등록된 1번 CPA는 CME인 WMA-

WP가 사업자로 참여한 “Karadeyana Municipal Waste Compost”로서 연간 예상 

폐기물 처리량이 4,015 ton으로 예상 감축량은 6,079 tCO2eq/년 이다.

◎         사업투자 전 전 방위적 실태 조사 필요...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프로그램 CDM의 타당성 평가는 프로그램 CDM 관리운영

주체(CME)의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사무소 평가를 제외하고, 진행되는 절차는 

일반 CDM과 유사하다. 즉, “사업계획 및 관련문서 접수 → 문서검토 → 현장평가(사

무소 평가 및 CPA 현장평가) → 부적합 발행 → 시정조치/확인 → 최종보고서 (프로

그램 CDM 및 CPA)”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CDM의 사업계획서, 모형CPA 사업계획

서(Generic CPA) 및 1번 실제CPA 사업계획서(Real case CPA)를 기준으로 문서검

토를 실시하였다.

  

[그림 1] P-CDM 운영조직도

지원

CME (WMA-WP)

CPA 1 CPA 2 CPA n

K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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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리운영주체의 운영능력을 입

증하기 위한 CME 운영매뉴얼, 프로그램 

CDM 운영방법, 개별 CPA의 추가성 및 

프로그램 CDM하에서 개별 CPA의 적격

성 기준 등 전반적인 사업구상이 구체화되

지 않았을 뿐더러 일관성을 포함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프로그

램 CDM 사업계획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사

업장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이 원활하지 않음과 프로그램 CDM에 대한 경험부족에 

기인한 것이였다. 

심사팀은 관리운영주체(CME)의 관리운영 시스템을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평가

를 실시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시정조

치를 통해 PoA-DD 및 CPA-DD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CDM 운영매뉴얼을 수정

하고, 증빙자료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공식발간한 자료를 통해 교차확인을 실시하

였다1). 

◎         문서검토를 통한 약점 발견, Targeting 현장심사...  

현장평가의 1단계로 사무소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CDM 관리운영

주체(CME)의 사업운영 능력은 다음사항을 위주로 평가하였다.

  ●  당해 프로그램 CDM 하에 등록되는 각 CPA에 대한 기록관리 시스템

  ●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

  ● CPA의 디번들링(debundling) 

  ● CPA운영자들이 P-CDM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프로그램 CDM 하에 CPA 추가를 위한 적격기준

현장 평가에서는 심사팀의 스리랑카의 법규 및 현지 상황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환경전문가를 지역전문가(Local 

Expert)로 팀원을 보강한 후, 스리랑카의 현지상황과 사업의 전반

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현장을 방문 및 면담을 진행 하였다.

  ● 첫 CPA 사업장 - Karadeyana Waste Disposal

  ● 전통방식의 퇴비화 사업장 - Milaniya Deldorawatta Composting  Plant 외 1

  ● 단순매립(open dumping) - Kesebewa PS

  ● 실제 유기성 퇴비적용 농장 - Dragon Fruit Farm (Mr. K.A.P> Indika

1)  환경법규: 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 of Sri Lanka (http://www.cea.lk), 투수분석: Central Bank of Sri 

Lanka(http://www.cbsl.gov.lk), 스리랑카 표준: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http://www.slsi.lk)

● 현장방문

●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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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사항과 해소방안...  

사무소 평가 및 현장평가 후 스리랑카 현지의 법규 및 폐기물 관리를 세부적으

로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팀은 지역전문가(local expert)의 자문을 받아 “스리랑

카 환경청(CEA)”에서 발행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및 

“Technical guideline on solid waste management in Sri Lanka”에 대한 세부적

인 검토를 실시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웃국가이면서 유사 생활환경을 가

진 인도의 폐기물 퇴비화 사업으로 CDM으로 등록된 유사 프로젝트와 비교평가를 실

시하였다.

심사결과 도출된 주요 이슈사항이 ① CME 관리능력 입증 방안 ② 개별 CPA의 추가성 

평가방법 ③ CPA 추가를 위한 적격성 기준 등에 관련된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CME 관리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CDM 운영 매뉴얼에 

다음사항이 보완되었다.

  ●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각 조직(CME, KECO, CPA 사업자 등)간의 책임과 권한

  ● CPA 추가 및 검토 프로세스를 포함한 각 운영 프로세스별 담당의 책임과 권한

  ●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을 위한 절차

  ●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 온실가스 감축량 중복산정 배제를 위한 절차

  ● QA/QC 절차 

  ● 기타

둘째로, 개별 CPA의 추가성 평가방법으로 후속되는 CPA의 추가 단계에서 각 

CPA의 추가성 입증이 용이하고 간편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First-of-its-

kind project activities”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심사팀에서 검

토한 결과 모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 현장전경

●● 현장평가

●●● 폐기물 분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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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투자분석으로 추가성을 입증하기로 규정하고, 후속되는 CPA의 추가성 입

증을 용이하게 위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입하면 바로 추가성 입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분석 모형이 만들어졌다.

셋째로, 프로그램 CDM 하에 CPA의 추가를 위한 적격성 기준 수립으로 사업

자가 제시한 적격성 기준을 다양한 CPA가 추가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후속 CPA 

대상, 방법론과 관련 지침의 요구사항, 적격성 기준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및 

CME의 개별CPA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 발행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수정

을 요청하여 최종 18개 항목의 적격성 기준이 마련되었다.

◎         유치국과 투자국이 모두가 행복한...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프로그램 CDM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Pilasaru 운동에 동참하고, 아울러 단순매립되어 악취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

하던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로 만듦으로 폐기물 처리문제의 해결, 스리랑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탄소 배출권인 CER 획득을 획득하는 효과

를 거두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 CDM 등록으로 유기성 퇴비의 생산이 활성화

되어 스리랑카 농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성과/시사점

●/●● 만들어진 퇴비

●●●/●●●● 농장 (퇴비 현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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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p-CDM은 국내기관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투자한 사

업으로 향후 추가 등록될 CPA사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국내로 

들여와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CDM 사업은 유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리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수립하여 이 프로그램 안에 개별사업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관리운영주

체(CME)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능력 즉, 프로그램 계획, CPA추가 및 CPA 운영 및 

이행실적 관리 등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 및 실행되어야하고 신

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외에 이러한 관리 능력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끝으로, “청정개발체제 심의 지침”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CDM 사업에 국한하여 국

가승인서(LoA)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사업

을 계기로 국내 기관이 해외에 투자하여 그 배출권 실적을 받아오는 사업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청정개발체제 심의 지침” 제5조와 8조의 일부 내용이 변경 되었으니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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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을 사로잡은 홍차의 발원지, 스리랑카...  

국내에 실론티의 원산지로 유명한 스리랑카의 정식명칭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

의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lic of SriLanka)으로 1972년 영국연방에서 

완전 독립하였다. 면적은 6,5610km2로 한반도의 절반보다 조금 큰 크기이며, 인

구밀도는 약 330인/km2이며 인도 남부의 인도양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언어는 

신할리어와 타밀어이며, 영어도 공용어로 쓰이고 있다. 26년간 긴 내전을 겪고 최

근에야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내전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분위기이다. 현

장심사를 위해 사업장에 가는 길에 무장한 군인이 주요 건물에 배치되어 있는 현장

을 종종 목격하였다.

스리랑카는 적도에 가까워 연평균 27~28℃에 이르며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온

으로 건기(2~4월)와 우기로 구분된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남부가 고원지대로 

스리랑카 Broadlands 
수력발전 CDM사업
Broadland Hydropower project

사업 개요

02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83,075 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 (Renewable Sources)

사용방법론 ACM0002 (version 13.0.0)

등록일/발행일 2012년 12월 26일

심사기관 에너지관리공단

Sri Lanka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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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프나

만나르

칼피티야

푸탈람

칠로우

아누라다푸라

마탈레

캔디
나곰보

콜롬보
코테
모라투와

라트나푸라

갈
마타라

함반토타

바툴라

바티칼로아

트링코말리

Distribution of registered projects by Host Party

Total registered projects activities : 6898

Percent

Chin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ndia

Other Countries

Brazil

Vietnam

Mexico

Indonesia

Malaysia

Thailand

Korea - ROK

Chile

The year is when registration took place 
Date as of 31 May 2013

Source : UNFCCC 

Philippines

Peru

Colombia

South Africa

Argentina

0 10 20 30 40 50

중앙산맥에서 발원한 하천의 수량이 풍부하여 수

로(Run of river)식이나 댐(Dam)식 수력발전 잠

재력이 많은 국가이다. 사업자로부터 타당성 평

가 요청이 왔을 때, 스리랑카에서 CDM사업 현

황은 UNFCCC에 등록된 CDM사업 건수가 10

건 미만인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유사사례 

역시 2005년인 CDM 사업 초창기에 등록된 소

규모 수력발전 사업뿐이었다. 즉, 국가 전력계통

망 구조, 전력 단가, 이자율 등에 대한 참고 사례

가 부족하였으나, 이웃한 인도에 사업사례가 많

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계

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웃한 인도의 CDM사업 등

록 건수는 전체 등록 사업수의 약 18%인 1,342건으

로 세계2위를 차지. 반면, 인접한 스리랑카의 등록사

업수가 저조한 이유는 과거에 2건 정도의 수력발전 사업이 

UNFCCC로부터 ‘등록 거절’을 받고나서 이러한 사업이 CDM사업으로 등록이 어렵

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수력발전을 개발하면서도 이를 CDM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

다고 한다. 우리가 느끼는 CDM사업의 접근성과 노하우, 전문 지식의 전파속도와 개

발도상국 현지에서 느끼는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심사의 포인트는...  

Broadlands 수력발전사업은 강우량이 많은 스리랑카 중부지방의 Kelani 강 유역

에 설치될계획이며, 일대에 수량이 풍부하여 유역 근방에는 5개의 수력발전소가 건

설되어 총 335MW의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규모 발전이며 본 사업

과 같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은 1950년에 설립된 Laxapana 발전소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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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Kelani 강 유역에서 수행하는 마지막 수력발전사업이다. Broadlands 수력

발전은 수로식 타입으로 건설예정인 댐으로부터 초당 최대 70m3의 물을 유입 받

아 137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사업이다. 그러나 취수를 위한 대규모 댐

의 건설로 같은 강의 상류에 위치하는 Polpitiya 발전소의 방수구 수위(tail water 

level)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Polpitiya 발전소의 발전량이 약 16GWh만큼의 손실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사업의 심사 핵심은 방수구 수위 변화로 인해 주변 발전

소에 미치는 영향과 실 감축량을 어떤 방법으로 정량화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

이다. 

◎         긴 사업기간으로 인한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이 사업의 history는 1986년으로 거슬러간다. 스리랑카 전력청(CEB: Ceylon 

Electricity Board)에서 Kelani 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 잠재성 분석을 수행하여 

수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였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진척

이 없었다.  2004년경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해 수행한 사업타당성 평가(Feasibility Study) 결과로 ODA자금에 외자 유치를 

통해 사업 진행을 결정하였다. 총 예상 투자비(103백만달러)의 85%에 대해 외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6년간 방치되었다가 2010년에 입찰을 통해 사업자(중국)를 선정하면서 사업 진행

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심사 초점이 되었던 부분은 최초 사업타당성 평가(Feasibility Study)가 2006

년에 이루어졌고, 본 사업의 시작일은 사업자를 선정한 2010년이라는 점이다. 

UNFCCC심사 기준에 따르면 사업타당성 평가 시 사용된 인자들은 사업 시작일로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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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ni ganga

40 MW Broadlands PS(Proposed)

Broadlands pond(Proposed)

75 MW Polpitiya PS

50 MW old Laxapana PS

50 MW Wmalasurendra PS

100 MW new Laxapana PS

Canyon pond

Maussakele Reservoir

Maskeiya OyaKehelgamu Oya

Castlereigh
Reservoir

Norton pond

60 MW Canyon PS

Diversion(Proposed)

기존에 없던 댐의 건설로 인해 Polpitiya 수력발전소의 방수구 수위(Tail water 

level)가 높아지는 것이다. 아래 표는 높아진 방수구 수위로 인한 발전 감축량을 산정

한 것이다.

부터 2년 이상 지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이도 본 사업은 낙찰된 사업자

와 계약 전에 경제성부분에 대해 재평가 문서가 있었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이

와 유사하게 지역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역시 최초 의사 결정시점인 2004년과 사업

이 재진행이 되는 시점인 2010년 사이에 6년간 공백이 있으므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였다.

◎         대규모 사업의 필수 평가항목...  

본 사업에 사용된 방법론은 ACM0002“Consolidated methodology for gird-

connected electricity generation from renewable sources(ver 13.0.0)”과 그 

외 방법론 관련 tool들이 적용되었다. 본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평가

의 핵심인 추가성 평가 시 경제성분석, 유사사례 분석, 그 외 장애요인 분석등 다양

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의 모든 것은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Broadlands의 사업자인 스리랑카 전력청(CEB)은 국내의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역할

을 하는 국가 기관으로, 통계자료 및 제시 문건들의 정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공신력

을 확보하기 수월한 편이었다. 또한 이번 평가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강 상류의 발

전소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서 발전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충

분히 얻을 수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잘 풀어 갈 수 있었다.

◎         발전소간 간접영향을 고려해야...  

먼저 Kelani강 유역의 발전소 현황과 건립예정인 댐과 발전소의 위치를 보면 아래와 

같다. Broadlands 댐의 발전 수량은 인근 댐에서 일정량 끌어와 보충하여 물의 낙차

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Broadlands 댐의 

상류에 Polpitiya 발전소가 위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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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총 발전량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이로 인해 해당사업으로 얻는 온실가

스감축량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삭감되지만 가장 보수적인 대안이라 평가하였고, 

UNFCCC로부터 등록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         세계는 무한한 기회의 장...  

스리랑카 전력청(CEB:Ceylon Electricity Board)과 국내 온실가스관리 컨설팅

사 에코아이(Ecoeye)가 발굴 및 공동 투자한 Broadlands 수력발전 사업은 국내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유치한 최초의 대규모 CDM사업이다. 스리랑

카는 총 CDM 등록사업 건수가 10건 미만인 국가이면서, 소규모 CDM사업이 전부

인 경우로 사업자들의 경험부족,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기후환경변화 관련하여 선

진국에 책임전가 및 인지결여 그리고 관련분야에 능통한 지역전문가의 외면으로 

자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토대로 광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CDM사업

으로 착수하지 못 한 채 흘러간 사업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자로 에코아이(Ecoeye)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간 대부분의 경우 컨설팅사는 사업자로부터 컨설팅 수주만을 받아 단순 컨설

팅에서 그치는 것이 많았다면, Broadlands 수력발전 CDM사업의 경우 에코아이

성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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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eye)가 직접 사업에 투자를 하여 공동 사업자로 등록,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발

행될 CER 지분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투

자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편입될 경우 국내 기업으로부터 배출권(CER)을 구매함으로 외화유출을 막고 국내 

기업으로 자금이 직접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을 통해 경재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DM사업들이 많이 일어난 국가의 경우 이전 사업으로부터 참고할 수치를 많이 얻

을 수 있고, 제시한 자료의 인증 노하우가 쌓여있는 반면, 사업 수가 적은 나라에 대

해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시장에서의 인증은 어려운 면이 있다. 국내 CDM운영기구의 경우 사업

의 대부분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스리랑카 사업을 

통해 국내 CDM 운영기구의 사업영역을 서남아시아 국가로 확장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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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직접 가볼 기회가 거의 없지만 가끔 이슬람교 관련 소식이나 테러뉴

스에서 접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다소 피상적인 나라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우리

와 같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천연자원은 있지만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는 사실을 안다면, 에너지, 온실가스 분야에서 우리의 사업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아시아 서남부, 인도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인구 1억 7천여만명, 익히 아는바와 같이 이슬람교권지도국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근대 정치사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고, 종교적으로 단일국가

이지만 민족간, 종파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파키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잠재적인 에너지자원도 많이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만큼 자원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고, 높은 인

우리의 기술로 이슬람국가
에 청정전기 보급
Patrind Hydropower project

사업 개요

03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269,278 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 (Renewable Sources)

사용방법론 ACM0002 (version 12)

등록일/발행일 2012년 12월 24일

심사기관 에너지관리공단

Pakistan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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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장률과 급속한 도시화와 연계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발전공급의 증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전기세를 받지 않는 관행

으로 인한 발전소의 폐쇄 등으로 인해 전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전력부

족은 계절에 따라 약 2.2~5.1GW로 나타나고 있다1). 

2009년 기준 파키스탄의 전력생산량은 91,843 GWh로, 이중 68%는 화석연료에 

의해 생산되며, 약 30%는 수력이 담당하고 있다2). 파키스탄 전력생산 중 수력발전

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이유는 북쪽 산지와 그 지역의 다섯 개의 큰 강들이 지리적으

로 수력발전 개발에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하지 바로타(1,450MW), 

망글라(1,000MW), 타벨라(3,478MW) 등과 같은 대형 댐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 전력수급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경보존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DM 

사업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         해외로 눈을 돌리자...  

파트린드(Patrind) 수력프로젝트는 파키스탄 북동쪽 Khyber-Pakhtunkhwa 

(KP)와 Azad Jammu & Kashmir(AJ&K) 접경지역에 있는 Kunhar강을 이용하여 

150MW 규모의 수로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민간발전사업자(IPP)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발전된 전력은 132KV의 국가 전력

망에 연계되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해 온실가

스감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발전을 위해 50MW 규모의 수직형 프란시스 수차 3대가 

설치되며, Kunhar 강물의 일부를 취입하여 수로를 통해 Jhelum강으로 배출하면서 

약 108m의 유효낙차를 통해 연간 633 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매년 27만톤의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게 된다.    

1) ADB Asia Report 2010.1

2) Pakistan Energy Yearboo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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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린드 수력사업에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주도적으로 대우건설

(Daewoo E&C)과 함께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ADB,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이 차입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청정에너지공급을 통

한 온실가스감축뿐 아니라, 국내 민관이 동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

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파트린드 사업자가 건설, 관리 및 운

영(30년) 후 파키스탄 정부에 인도하는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방

식으로 추진되며, 수력발전소는 2013년 초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2017년 4월 준공

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나긴 심사의 시작...  

사업자 SHPL(Star Hydro Power Limited)와 타당성평가(Validation) 계약이 

2011년 4월에 이루어졌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현장평가는 2011년 12월이 되

심사 과정

정부
(글로벌 녹색성장)

한국수출입은행/ADB
(Green Fund)

한국수자원공사/대우건설
(사업 발굴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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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야 이루어졌다. 사업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보

고서(FSR),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A), 사업계획서(PDD) 등을 통해 전체적인 시설

의 구조, 수차의 기술적 사양 및 특성 등이 검토되었는데, 발전소는 둑(Weir), 샌

드트랩(Sandtrap), 수로터널(Headrace tunnel), 써지탱크(Surge tank), 발전시

설(Powerhouse) 등으로 일반적인 수로형 발전소 형태로 건설된다. 그러나, FSR

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의 난이도, 주변의 환경영향 문제 등으로 인해 Weir와 

Powerhouse의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일부 기술적 특징이 FSR과 PDD의 내용에 차

이를 보였다. 이의 확인을 위해 공사계약서(EPC), 국가전력위원회(NEPRA)의 승인 

보고서 등이 추가로 검토되었다. 

파트린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ACM0002 방법론에 따른 베이스라인이 적용되었다. 즉, “현재 계통에 연

결된 발전시설의 운영 및 새로운 발전시설의 건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주로 화석연

료 이용)하며, 배출계수는 ‘전력시스템의 배출계수 산출 툴’로 계산된 값을 이용.” 배

출계수는 “Pakistan Energy Yearbook 2009”에 제시된 공식적인 데이터들을 이용

하여 계산되었으며, 그 값은 0.42565 tCO2/MWh이다. 

   

일반적인 CDM 사업에서 그렇듯이 타당성평가 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역

시 사업의 ‘추가성(Additionality)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가장 일반적이고 명확한 수치에 의해 입증하기 쉬운 경제성 분석(Investm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장벽분석(Barrier analysis)을 통해 추가성

을 입증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투자장벽(Investment barriers)이 주요한 장벽

으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민간 또는 금융자본 유치 어려움, 국가 위험도,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이 구체적인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 민간주도 사업의 어려움

파키스탄에는 현재 국가 전력계통에 송전하고 있는 21개의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모두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재정이 지원된 사업이다. 단지 1개의 수력발전사업(New 

Bong 사업, 84MW, CDM등록)만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

행중으로, 파트린드 사업이 파키스탄에서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두 번째 사업이다. 

파키스탄 ‘Private Power and Infrastructure Board’의 개발계획에 있는 민간발전 

사업들은 대부분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의 정치적, 대외적 위험도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금융자본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자원공

사도 사업 초기단계인 2008년도에 한국산업은행(KDB), 스탠다드 챠타드 은행 등과 

대출에 대해 협의했지만 높은 국가 위험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높은 국가위험도

OECD에서 발표한 2010.7월 기준 국가 위험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최고 위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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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 7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위험도야 말도 투자장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7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높은 위험도로 인해, 그 

그룹에 대한 최소이율(MPR)을 초과한 할증률이 적용된다. 또한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파키스탄에 대한 신용등급도 당연히 최하

인 투자부적격으로 평가(B3, B-, 2012.2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초기에 많은 자본투자와 긴 회수기간을 필요로 하는 수력발

전사업 고유의 특성과 함께, 파키스탄의 불안정한 정치상황, 외국자본에 대한 보

안상 문제, 부족한 인프라, 외국투자자와 파키스탄 정부와의 갈등, 새로운 정책

에 대한 지방정부의 비협조 등에 기인한 높은 국가 위험도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의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더욱이, 본 사업이 추진되는 Khyber Pakhtunkhwa 

지역은 파키스탄내에서도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Control Risks 

Group). 이러한 높은 국가위험도로 인해 파키스탄, 특히 파트린드 사업이 추진되

는 Khyber Pakhtunkhwa 지역에서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 자본조달의 어려움

파키스탄 주정부 은행(SBP) 규정(Circular No 25)에 따르면, 대규모 인프라 사

업은 20%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2006)’에서도 마찬가지이다. SBP의 20% 자본금 요구는 파키스탄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이지만, 실제로 은행에서는 파키스탄에서 파트린드와 같

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약 25% 정도의 자본금을 요구한다. 따라서 높은 국

가위험도를 지닌 파키스탄 사업에 대해 투자자가 25%의 자본금 투자를 감수하는 

것은 어렵다(파트린드 사업의 경우 약 1억9백만 US$). 파트린드와 같은 사업이 파

키스탄에서 민간자본 유치로 수행되기 어렵지만, ADB나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

행(MLBs)들은 본 사업이 한국정부 산하의 수자원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CDM 

사업을 통한 CER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4.75% 이하의 저리로 본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 많은 투자비용

파키스탄에서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BOOT(Build-Own-Operate-Transfer, 

건설.관리운영후 인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발전사업자에 의해 BOOT 방식으

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70~80%의 사업비 조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차입금과 자본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투자리스크 관점에서 

금융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    

파트린드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에 자본조달에 특

히 어려움이 있다. 파트린드 사업의 투자비용 약 4억3천6백만 달러 즉, MW당 약 

3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뉴봉 프로젝트의 1.23백만 달러/MW보다 2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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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이다. 파트린드 사업은 대규모 이고,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대

부분의 수로형 수력발전사업보다 훨씬 긴 4년 3개월이나 되며, 공기의 연장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결국 투자비 회수기간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사업은 외국 투자자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하며, 외국 투자자

들은 많은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어려움 뿐 아니라,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파트린드 프로젝트는 큰 수두(Head of water)를 유발하기 위해 

자연 낙차를 이용하고, 이를 위해 긴 수로와 프란시스 수차를 적용하는 수로형 수력

발전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기술 유형의 사업이다. 따

라서 수로 굴착 등의 기술적 어려움, 장기간의 공사기간, 자국내 전문업체 부재, 환

경 및 이주 문제 등이 사업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개발시 기

술적 난이도, 외국 투자자의 투입, 큰 발전용량 등이 엄청난 투자비용을 유발하고 있

는 것이다.  

◎         높은 국가위험도가 해외투자 유치의 장벽이 되고...  

파트린드 사업은 파키스탄에서 거의 실적이 없는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수

력발전사업으로, 높은 국가위험도로 인해 파생되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자본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투자장벽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CDM사업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CER수입이 이러한 투자장벽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는지가 사업의 추가성을 파악하는 다음단계일 것이다. 

프로젝트 사업자인 Star Hydro Power Ltd.(SHPL)은 당초 2006년에 설립된 아

랍계 민간 특수목적법인 이였지만, 파키스탄의 높은 국가위험도로 인한 자본조달

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주도의 한국콘소시엄에 단

계적으로 지분을 매각(2009.9월)하였다. 한국콘소시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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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Shinhan BNP Paribas Global Infrastructure Fund(GIF)가 주주로 참

여하여 전체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조달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

은행(KEXIM), ADB,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DB( Islamic 

Development Bank) 등 정부투자금융기관과 국외의 다자개발은행들이 참여하여 

나머지 75%의 투자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최대 주주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추진 결정은 해외에서의 CDM 사업을 촉진

하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이는 CDM사업 개발을 포

함하는 수자원공사의 중장기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정부정

책에 따라 해외 CDM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며, 탄소펀드

를 통해 CDM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다. 사업초기에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참여

에 확신이 없었지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발표된 후, 

CDM사업의 견지에서 파트린

드 사업을 재평가 하였으며, 

정부투자 금융기관으로서 녹

색성장 정책에 대한 지원과 

CER 수입을 통한 리스크 감

소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

투자를 결정하였다. 

이렇듯 200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11), 배출권거래제(2015) 

등의 정부정책이 한국 기업들

이 해외 CDM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며, 

CDM사업을 통한 CER수입도 투자사업으로써의 재정적 위험도를 상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다자개발은행들의 경우도 CDM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

으며, 파트린드 사업도 CDM사업을 통한 추가이익을 통해 대출기준을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참여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진행

되는 CDM사업의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CER 수익이 파키스탄의 국가위험도

로 인한 투자장벽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성입증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유사한 사업에 대한 보급현황 분석이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해 먼저 파키스탄에서 운영중인 유사한 용량(±50%)의 사업들이 조

사되었는데, 조사된 20건의 사업중 18건은 열발전시설, 1건은 핵발전시설, 나머지 

1건이 수력발전시설이였으며, 수력발전시설의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민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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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추진여건이 매우 다른 정부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시설이었

다. 결국, 운영중인 사업중 파트린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향후 운영계획이 있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이였으며, 

수력발전사업의 경우 16건의 사업이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된 사

업중에 금융조달이 완료되거나 공사가 시작된 사업은 한 건도 없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 자본부족, 전력단가 결정 등의 문제로 예정된 공기일정을 보장

하고 있지 못했다. 파트린드 사업과 유사한 규모, 기술적 특성, 지역적 배경을 가지

고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추진중이 사업이 없으므로, 본 

사업의 경우 파키스탄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파트린드 사업은 150MW 용량의 수력발전사업으로, 대규모의 토목 및 건설사업

을 수반하고, 이에 따라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파키스

탄 환경법과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방 주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EIA)가 이루어졌

으며, 투자기관인 ADB와 IF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도 환경영향평가와 보상계획

수립이 수행되었다. 지역주민 보상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

되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대체 토지나 건물 보상보다는 직접적인 금전보상을 원하

기 때문에 쉽게 협의가 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그

에 대해 정부의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보상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파트린드 사업은 20MW 초과

하는 댐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규정에 따라 CDM사업과는 별도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를 WCD에 제출하였다. 

◎         분쟁국가에서 투자결정 시 유의점...  

파트린드 사업은 한국의 녹색성장과 이를 구현코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추진한 의미있고 보기드문 사업이다. 특히 비즈니스 측면에서 불모지에 가까운 파키

스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향후 양국

간에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파키스탄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수력자원이 풍부한 점 등이 

CDM사업 개발 측면에서도 눈여겨 볼 점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할

지라도 실제 사업추진이 더디고, 높은 국가위험도로 인해 자본조달이 어려움, 지역

주민들의 보상문제 등이 향후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될 점으로 보인다. 

CDM 검인증 차원에서는 경제성평가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가위험도, 자

본조달의 어려움,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에 대한 투자장벽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에 참여하는 주주 및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들의 사업투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

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위험도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성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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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지는 임·농업 부산물을 에너지로...  

본 사업은 중국 광둥성 사오관시 내에 위치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으로

서 승인된 통합방법론 ACM0018 ‘Consolidated methodology for electricity 

generation from biomass residues in power-only plant (ver.02.0.0)’에 따라 

진행되었고, 지역 내 여분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기는 중국 남방전력

망공사(CSPG1))로 판매된다. 

발전 사업의 연료원인 바이오매스의 경우, 기존에 호기성 조건 하에서 방치되거

나 폐기된 볏짚 및 임업·농업 부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해당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의 특성에 따라 배출감축량으로 함께 적용하지 아니한

중국 Shaoguan City Shaoneng 
바이오매스 발전 CDM사업
Shaoguan City Shaoneng Biomass Power 
Generation Project

사업 개요

04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190,158 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 (Renewable Sources)

사용방법론 ACM0018 (version 02.0.0)

등록일/발행일 2012년 12월 27일

심사기관 한국품질재단

China
중국

1) China Southern Pow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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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된 전기의 경우, 화석연료를 주 연료원으로 하고 있는 중국 내 계통 전력의 

전기를 대체하는 효과로서 연간 190,158 tCO2의 배출 감축량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사업 활동을 위한 연료원의 준비과정 (바이오매스의 수집 및  운송, 

보관, 파쇄 등) 및 현장에서의 연료 사용 (보일러 보조 기동 연료 및  물리적 가공 등)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려되어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 모두 포

함되어 있다. 

[그림 1] Shaoneng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경계 및 배출원

◎         Biomass를 이용한 CDM, 주요 쟁점 사항은...  

본 사업 방법론인 ACM0018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심

사의 주요 중점사항이 될 수 있다. 

   ▶ 방법론의 적용가능성

   ▶ 사업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확인

   ▶ 추가성 분석 (투자 분석)

  ● 방법론 적용가능성

해당 방법론은 다른 방법론들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다양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한 조건의 제

시 보다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

으며 표 1. 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본 사업의 경우, 타당성 평가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예상 시

운전일: 2013년 6월)으로서, 이에 따라 방법론 적용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현장 심사 

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방문 인터뷰 및 문서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되었다. 

심사 과정

● 심의회의

Project Boundary

The proposed

project

Biomass residues
collection
station (the purpose
of the station is only
for shortly store.)

Electricity

Material flow

Biomass residues
would be
processed at the
collection plant
of suppliers

Biomass supplier
purchase biomass
around the
project (radium
50km)

CCPG

CO2

CO2

CSPG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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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8 방법론 적용가능성

적용 가능한 조건 적용 불가능한 조건

●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력만을 생산하는 사
업이어야 함.

●  신규 사업, 설비용량의 증가, 에너지효율개선 
혹은 연료전환 사업이 적용될 수 있음.

●  바이오매스의 출처(현장 생산 혹은 근접지역, 특
정 공급업자, 시장에서의 조달)가 명확해야 함.

●   ‘바이오매스’ 정의에 따른 바이오매스만 가능.

●  연료원으로 화석연료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
나 그 양은 총 열량의 80%를 넘을 수 없음.

●  생산 공장 내, 부산물로서 발생되는 바이오매
스의 경우, 부산물 발생량 증가를 위하여 해
당 시설의 연료 투입용량이 증대되어서는 아
니 됨.

● 바이오매스는 1년 이상 저장되지 아니함.

●  바이오매스에 대한 물리적 처리는 가능하나 
화학적 처리 공정이 이행되어서는 아니 됨.

●  크레딧 기간 동안, 현장에 전력/열 생산 공정
이 운영되어서는 아니 됨.

   (내용 생략. 기존 열 생산시설/연료전환 사업 등)

[표 1] ACM0018 방법론 적용가능성

중국 사업의 경우, 중국 DNA로부터 사업에 대한 승인(LoA2))을 받기 위하여‘사

업 타당성 조사서(FSR3)) 혹은 사업 설계서(PDR4))가 필요하다. 바이오매스를 활

용한 사업의 경우, 바이오매스 가용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야 하며 해당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의 적용 불가능한 조건의 경우도 승인된 사업 타당성 조사서 및 바이오매스 

가용성 자료를 통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

어 바이오매스 출처원에 대한 잠재적인 공급원 및 공급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의 수단으로서 사업으로부터 제3자의 위치에 있

는 이해관계자(정부 및 연료 공급자)와의 인터뷰 및 이들로부터의 관련문서(증명

서, 공급  계약서)가 자료로 첨부되었으며, 이를 통해 심사팀은 방법론의 요구사항

에 따른 적용가능성이 모두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업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확인

해당 방법론은 사업 활동의 부재 시, (1)전력 생산 및 (2)바이오매스 사용과 관련

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대안들이 분석 및 조합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에 대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전력 생산에 대한 대안(Alternative) 시나리오는 현장 방문 및 승인된 사업의 타

당성 조사서의 문서 검토를 통하여 심사 의견을 확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

료들의 경우는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에 대한 자료이기에 추가적으로 유

치국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전력생산에 대한 정책 및 적용  기술에 대한 효율 등)

2) Letter of Approval

3) Feasibility Study Report

4) Project Design Report

● 처리설비

●●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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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 교차확인(Crosscheck)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한 시나리오 확인의 경우, 사업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

에 대하여 기존의 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해당 사업

의 타당성 조사서 및 바이오매스 가용성 자료를 통하여 평가를 수행될 수 있지만, 본 

해당 자료들 역시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기에 추가적인 유치국에 대한 현

황 자료가 검토되어 평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의 경우, 지역 내 

여분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으로서 현황 분석 자료에 대한 제

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원에 의한 객관적 자료 조사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제 3자인 이해관계자(정부 및 연료 공급자)와의 인터뷰 

및 이들로부터의 관련 자료(바이오매스 처리와 관련된 정책의 확인, 지역 내에서의 

바이오매스의 처리 및 활용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추가성 분석(투자 분석) 에 대한 확인

본 사업은 추가성 분석을 위하여 투자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투자 분석 

인자들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서로부터 모두 제공되었다. 

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은 사업 고유의 기술적 인자(예. 연간 운전시간, 발전량, 부

Reg.
No.

Project name
FSR

Comple
tion

Province Capa
city

Static
investment
(m RMB)

Unit static
investment
per capacity
(RMB/kW)

Annual
Operatio
n hour

Auxiliary
Consnmpti
on rate(%)

Unit O&M cost Biomass residue
Consumption
Rate of the 

biomass residue
Incl.

biomass
cost

Excl. biomass cost

(ton/MWh)
Type

Rrice
(RMB/t)

(RMB/MWh)
O&M

/investm
ent(%)

Generated
electricity6

(ton/MWh)

Required
cost7

(RMB/MWh)

4522
Handan Biomass
Power generation
Project

2009 Hebei 48 442.72 9,223 6000 15.00% 430.12 78.04 5.1% straw 260 1.35 352

4571
Hunan Lixian 15 MW
Biomass Power Phase
Two Project

2009 Hunan 15 120.98 8,065 6500 12.00% 522.13 75.97 6.1%
cotton
straw,

rice husk
300 1.49 336

4079

Biomass Power
Generation Project by
Everbright 
Alternatice Energy
(Dangshan) Limited

2010 Auhui 30 264.70 8,823 6500 12.63% 461.88 80.65 5.9%

Forestry
residue
(branch/

wood scrap)

250 1.52 381

4968
Hubei Dangyang
25MV Biomass
Power Project

2007 Hubei 25 181.18 7,247 6000 13.00% 346.37 61.47 5.1% husk, straw 290 0.98 285

5249

Zhanjiang Biomass
Power Generation
Project in Guangdong
Province

2008 Guang
dong 100 798.39 7,984 6000 10.00% 405.96 82.89 6.2%

forestry
residue
(bark,

branch/root)

335 0.96 323

5352
Changge Hengguang
Biomass Power
Generation Project

2006 Henan 24 195.89 8,162 5500 9.56% 400.58 110.91 7.5% Maize,
peanut hull 261 1.11 290

4727
Tianshui Kaidi
Biomass Power
Project

2011 Gansu 30 303.67 10,122 6500 12.00% 462.97 93.06 6.0%
straw,
forestry
residue

320 1.16 370

Pange of the parameter - - 15~100 - 7,247~
10,122

5500~
6500

9.56~
15.00

346.37
~522.13

61.47
~110.91

5.1%
~7.5% - 250-335 0.96

~1.52 285~446

The proposed project 2011 Guang
dong 60 516.76 8,613 6,000 11.50% 444.80 97.19 6.8%

straw,
forestry
residue

408.15 0.85 348

[표 2] 바이오매스 발전 유사사업 분석 (경계: 중국, 적용방법론: ACM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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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바이오매스 가격 결정을 위한 인자 및 기준 가격 (출처: FSR)

하율 등)와 재정적 인자(사업의 총 투자금액, 연간 운영/유지비용, 세금, 이자 등)

가 반영되어 있으며, 심사팀은 사업에 적용된 값에 대하여 기존 등록된 유사사업

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 할 수 있다(표 2).  

중국 바이오매스 사업의 경우, 연간 운영/유지비용 중 약 80%정도는 연료인 바

이오매스의 구매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 구매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 본 사업 바이오매스 구매 가격에 

대한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의 이행 현황 검토]

●  투자성 분석에 적용된 바이오매스 구매 가격은 톤당 407.15RMB으로 FSR

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본 사업은 타당성 평가 기간 동안 바이오매스 구

매에  대한 계약(톤당 425 RMB)이 체결됨에 따라 심사팀은 투자성 분석에 

적용된 가격이 과대 산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오매스 가격 결정 인자 분석] 

●  바이오매스의 경우, 바이오매스 유형(type)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FSR을 통하여 바이오매스 (종류 및 양)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요인(기준 가격, 가공 및 운송비용)이 검토되며, 해당 

가격은 가중평균 가격으로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에 적용되는 바이오매스 유형 중, 가격이 상대적으

로 높은 바이오매스의 구매량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가중 평균 가격이 과

대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팀은 가격이 가장 낮은 바이오매스 유형을 

선택 하여, 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사

업의 수익률은 상승하지만, 사업자가 제시한 벤치마크 수익률에 도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ice straw
(RMB/ton)

Forestry residue-
bark, branches

and trunk
(RMB/ton)

Undergrowth
and underbrush

(RMB/ton)

1
Purchase price from the 
collector/farmer10

260~264 290 260

2 Processing11 70 75 70

3 Transportation 60 60 60

The cost of biomass each biomass
(= 1 + 2 + 3)

300~397 425 390

The quantity utilized in the project activity
51,000 ton/yr

(16.63%)
159,000 ton/yr

(51.86%)
96,600 ton/yr

(31.51%)

The average cost of the biomass residue for
the project activity
(weighted average value)

408.15 RMB/t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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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사사업 분석 (2)

- Average price : 408.15 RMB/ton

Ref. NO. Project title Composition and price of biomass residue

5249

Zhanjiang 
Biomass
Power 

Generation
Project in

Guangdong
Province13

FSR(Completion : November 2008) Actual Contract(May/June 2010)

         

Proposed project
(Shaoguan City

Shaoneng Biomass
Power Generation Project

FSR(Completion : September 2008) Actual Contract(May 2012)

Type
(composition)

Cost of biomass residue(RMB/ton)

Raw material cost
(at collecting site)

Purchased cost14

Bark (50%) 150 302.8

Branch (15%)
Trunk (25%)
Root (10%)

220 372.8

- Average price : 335 RMB/ton

Type
(composition)

Cost of biomass residue(RMB/ton)

Raw material cost
(at collecting site)

Remark

Bark (50%) 257.5

excluding other
cost15

Branch
Trunk
Root

305

-  Considering the other cost, The biomass residue’s cost 
of Bark and Branch/trunk/root could be estimated 410.3

   RMB/t and 457.8 RMB/t, respectively.

Type
(composition)

Cost of biomass residue(RMB/ton)

Raw material cost
(at collecting site)

Purchased cost17

Rice straw
(16.63%)
Undergrowth
and underbrush
(31.51%)

260 390

Branch (15%)
Trunk (25%)
Root (10%)

290 425

Type
(composition)

Cost of biomass residue(RMB/ton)

Raw material cost
(at collecting site)

Purchased cost

Forestry residue
(Wood processing
residue/
Eucalyptus bark)

- 425

[유사사업과의 가격 비교 분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분석에 적용된 해당 사업의 바이오매스 구매 가격

(408.15RMB/톤)은 심사팀에 의해 분석된 중국 내 유사사업들(250~335RMB/

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확인되었기에 이에 대한  차이를 추가

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  중국 내에서는 바이오매스 판매와 관련된 시장은 없으며, 바이오매스는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다. 또한 바이오매스의 수집처와 사용처간 거리가 

멀 경우에는 가격 결정 인자 중 하나인 운송비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사업자들

은 지역 내에서 조달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심사팀은 분석 대상을 지역 단위

(Provincial level)로 재조정하였으며, 해당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바이오매스를 



K-DOE Forum 

76

성과/시사점

이용하는 발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  본 사업과 유사한 대상 사업은 광둥성 내, 1건이 확인되었으며, 심사팀은 세부 

검토를 위하여 대상사업의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바이오매스 가격 형성 요인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래 표 4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기준

년도를 바탕으로 할 때, 두 개의 사업에 대한 바이오매스 가격은 유사성을 보이

고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오매스의 사용량이 과대평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1MWh

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바이오매스의 양(바이오매스 톤/MWh)에 대한 확인 

및 소요되는 바이오매스 단가(바이오매스 단가 RMB/MWh)를 부가적으로 평가하

였다. 

◎         해외 사업 평가의 어려움...  

국외 CDM사업의 심사 시,‘심사 주요사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방법론에서의 

요구사항이 다양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팀의 평가 자료가 제한적일 수 있다. 국내 

DOE는 국외 CDM 심사 시, 유치국에 대한 정책 및 관련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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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대부분 사업자 측으로 제공받는 자료라는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일부 방

법론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CDM사업의 경우, 기 추진된 다양한 유사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검인증 

수행 시, 이들 유사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확보된 데이터

들은 대부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데이터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

원들은 국외 CDM 심사 수행 시, 확보된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 및 분석을 바

탕으로 심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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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 사업의 최대 수혜국, 중국...  

운남성 유팡고우 수력발전 사업 (Yuunan Youfanggou Hydropower Project )

은 68MW 급 수력발전사업으로써 중국 운남성 자오통시 (Zhaotong City) 인근에 

있는 행강 (Heng river)의 지류인 사이유강 (Sayu river)에 건설되었다. 중국 사

업자인 Yunnan Zhaotong Gaoqiao Power Generation Limited 는 유치국 사

업자로, 영국 사업자인 Trading Emission PLC 는 투자국 사업자로 각각 이 사업

에 참여하였다. 

본 사업은 2005년 사업 개발을 위해 타당성조사보고서 (Feasibility Study 

Report)를 완료하고 2006년 사업개발 의사결정, 2007년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여 

2010년에 수력발전소를 완공하였다.

중국 운남성 유팡고우 
수력발전 CDM사업
Yunnan Youfanggou Hydropower Project

사업 개요

05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194,176 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 (Renewable Sources)

사용방법론 ACM0002 (version 12.2.0)

등록일/발행일 2012년 5월 8일

심사기관 한국품질재단

Chin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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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China, Yunnan Province 

Daguan County, Yuele Town

Yunnan, Zhaotong Prefecture

G
04

0
G
21
3

MohanVillage

Yuele
Town

Dam Power
House

[그림 1] 사업 위치 및 현장

    ● 최초 심사 및 등록 실패

2009년 2월 CDM 타당성평가 (Validation)를 위한 계약을 사업 참여자인 Trading Emission 

PLC와 체결하였다. 본 사업은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으로 CDM 타당성평가와 Annex-I 국가의 국

가승인 시 요구되는 WCD 적합성 평가 (World Commission of Dam Compliance Assessment)

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심사팀 구성 또한 CDM을 포함한 WCD 요구사항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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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2009년 3월 현장심사를 진행 하였다. 현장심사 완료 

후 부적합보고서 발행 (2009년 3월), Annex-I DNA 승인용 보고서 발행 (CDM 

및 WCD 보고서, 2009년 9월), 최종보고서 발행 (2009년 10월)이 완료되어 2009

년 10월 말 UNFCCC에 등록을 신청하였다. 

등록 신청 이후 완전성체크 완료 (2010년 2월), Review request 완료 (2010년 

5월), Under review 완료 (2010년 9월) 하였으나, 2010년 11월 UNFCCC로부터 

등록 거절 (Rejection) 통지를 수령하였다. 등록 거절의 사유는 발전량 산정에 사

용된 유효전력계수(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0.9)의 타당성 증명 미

흡 이었다.

● 재등록 추진

본 사업의 참여자인 Trading Emission PLC는 거절된 사업의 재등록이 가능하

다고 판단하여 2011년 4월 재등록 추진을 결정하고 타당성평가 계약을 다시 채결

하였다. 이에 따라 심사팀을 재구성하여 2011년 6월 문서심사 및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현장심사는 이전 심사에서 완료되어 별도로 현장 방문없이, 2012년 1

월 최종보고서를 완료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 2012년 7월 UNFCCC로부터 등록 

통지를 수령하였다.

◎         최초 심사 시 쟁점사항은...  

● 투자비 불일치

본 사업의 투자비는 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FSR1))에 정의된 값을 사업계획

서(PDD)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투자분석 sheet(IRR2))에서는 이 투자비와 다

르게 더 많은 투자비가 기입되어 있었다. 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investment analysis에 따르면 경제성평가에 사용된 Input value는 의사결정

에 기초가 되어야하고 의사결정시점에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심사과

정에서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FSR의 자료가 사용되었고, 투자분석 sheet에 사용

된 자료는 의사결정이후 변경된 투자비임이 확인되었다. 즉, 의사결정시점이 다

른 두 개의 투자비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최초 의사결정은 2006년 3

월 FSR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으나, 제 3자기관의 FSR 평가의견에 따라 투자비 

증대 및 신규 Tariff (전력구매단가) 적용을 수용하여 2006년 4월 사업 예산 변경

보고서(Adjusted Financial Report)를 발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재의사결정을 

2006년 4월 진행하였다. 사업자가 경제성평가 과정 중 이를 혼돈하여 증가된 투자

비를 IRR sheet에 반영하여 FSR 및 PDD와 일치 하지 않은 자료를 적용한 것이다. 

CDM사업에서 적용 수치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대부분 CDM사업은 장기적으로 진

1) Feasibility Study Report

2) Internal Rate of Return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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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심사팀은 최초 의사결정에서 사용된 투자비가 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investment analysis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보수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고, 사업자가 제공한 모든 증빙문서들이 의사결정프로세스와 일치하였

다. 더불어 운남성의 다른 수력사업들을 비교하여 투자비 수준이 유사하다는 분석을 

도출하고, 실제 계약이 완료된 공사 관련 계약의 비용을 파악하여 FSR의 투자비보다 

더 많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업자가 선택한 투자비 (FSR 인용 값)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Tariff (전력구매단가)의 변경

본 사업의 FSR에서 사용된 전력단가(Tariff)와 PDD에 사용된 전력단가가 일치하

지 않았다. 심사팀은 FSR의 전력단가가 의사결정시점에 사용된 값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값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중국의 수력발전 전력단가는 지방개발개혁위원회(Provincial DRC)에서 규정하는 

단가(RMB/kWh)를 기준으로 발전회사(수력사업자)와 전력회사(Grid company) 간

에 전력구매계약(PPA) 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방개발개혁위원에서 

제시한 전력구매단가 기준은 수력발전사업의 전력단가 산정의 기초가 된다.

본 사업자는 운남성 개발개혁위원에서 제시한 전력단가 기준에 따라 2005년 FSR

을 완료하였고 이 FSR을 기초로 2006년 3월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 

이전인 2006년 1월 운남성 개발개혁위원회는 새로운 전력단가 규정을 발표하였고, 

제3자기관의 FSR 평가의견 (투자비 증대 및 신규 전력단가 (전력구매단가) 적용)에 

따라 2006년 4월 새로운 전력단가 기준을 반영한 사업 예산 변경보고서(Adjusted 

Financial Report)를 발행하여 재의사결정 하였다.

심사팀은 새로운 전력단가의 반영이 중국의 전력단가 규정에 의거하여 설정되었고 

재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운남성의 유사수력발전사업들

● 사업 위치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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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단가를 비교하여 새로운 전력단가가 다른 사업들에 평균가격에 비하여 높

게 책정되어 보수적인 값임을 확인하였다.

  ● CDM EB의 Review 사항

CDM EB의 Review 및 Under review에서 심의위원들은 발전량 산정에 사용된 

유효전력계수(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0.9)의 타당성 증명을 주

요 이슈로 다루었다. 중국의 수력발전사업은 사업 설계 시 당국의 설계지침 (The 

Economic Evaluation Code for Small Hydropower Projects (SL16-95))에 따

라 발전량을 산정한다.  

본 사업은 사업은 Type 3에 해당하는 수력발전사업으로 유효전력계수(Co-

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의 최대 반영치는 0.9 이고 발전량 산정 시에도 

최대치인 0.9를 사용하여 발전량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Type과 상관없이 1.0을 

적용할 경우 IRR 결과값은 벤치마크 8%를 초과하는 8.07%가 되었다. 이에 따라 

EB 심의위원들은 0.9 사용의 타당성 증명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발전량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지침 (SL16-95) 사용의 적절성, 유효전

력계수(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1.0 적용의 불가능성, 변경된 투자

비 적용 시 벤치마크값(Benchmark) 8% 넘지 않는 테스트 결과, 7개월간의 실제 

가동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효전력계수(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결

과값 (0.718)을 제공하였고 심사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발전량 산정의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CDM EB 심의위원들은 유효전력계수(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0.9)의 적용 타당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CDM 등록을 거

절하였다.

  ● 재등록 심사

재등록 심사에서는 기존 Review 과정에서 제기했던 변경된 투자비 적용 시 유

효전력계수(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1.0을 적용해도 벤치마크값

(Benchmark) 8%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심사관점을 두었다. 즉 기존 심사에

Type of hydropower stations The 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1. Grid connected, annual/multi-year regulating hydropower stations 0.95-1.00  

   2. Grid connected, seasonal regulating hydropower stations 0.90-0.95

   3. Grid connected, monthly/weekly/daily regulating hydropower stations 
      The grid will take all electricity generated in rainy season and night 
      The grid will only take part of the electricity generated in rainy
      season and night 

0.80-0.90
0.70-0.80

   4. Not connected to the grid, Daily/No regulating capacity 0.60-0.70 

[표 1] 수력 발전 유형에 따른 유효전력계수

● 현장 답사 및 사업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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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시사점

서는 투자비가 2차 의사결정에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성을 고려하여 1차 

의사결정에서 사용된 투자비 (적은 투자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유효전력계수

(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1.0을 적용할 경우 IRR 값이 8.07%로 벤치

마크값(Benchmark)를 넘게 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변경의 배경과 이유, 변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2차 의사결

정에 사용된 사업예산 변경보고서를 기준으로 모든 사용값(Input value)를 적용하고 

투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사결정과 관련된 증빙문서를 심사팀에 제시하였다.

심사팀은 1차 의사결정 (2006년 3월/ FSR 사용) 및 2차 의사결정 (2006년 4월/ 

사업예산 변경보고서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차 의사결정을 사업

의 최종 의사결정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기초가 된 사업예산 변경보

고서에 사용된 모든 사용값(Input value)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기존 투

자분석과 비교, 유사사업비교, Test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2차 의사결정에 

사용된 증가된 투자비의 선택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유효전력계수(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1.0 적용 시 IRR 값이 6.25%로써 벤치마크값(Benchmark)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다.  

◎         사업 변경 확인의 중요성...  

본 사업과 같이 사업 추진 시 의사결정 이

후 사업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사업 변경은 내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심사팀은 심사대상 사업의 변경

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본 사업

의 경우는 두 번의 의사결정이 있었으며 어떤 

시점의 값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투자분석 결

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업변경 발생의 원인 및 변경의 적

절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프로세스

의 적절성, 기존 투자분석과의 비교, 변경된 사용값(Input value) 타당성 확인을 통

하여 2차 의사결정을 최종의사결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2차 의사결정에서 사용

된 사용값(Input value)를 투자분석에 사용함으로써 Review에서 언급된 유효전력계

수(Co-efficient of effective electricity) 1.0 적용 시에도 벤치마크값(Benchmark) 

8%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변경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심사팀은 

변경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변경의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더불어 사용값(Input value)의 산정에 사용된 값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테스트

해 봄으로써 벤치마크값(Benchmark)를 초과할 수 있는 잠정적 위험성을 사전에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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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지는 자원, 폐가스활용 방법...  

본 사업은 폐가스를 이용한 발전 사업으로, 6MW의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연

간 43,520M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생산된 전기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 되는 전

기를 대체하여 연간 평균 40,33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본 사업

의 경우 향후 10년간 유효한 사업이며, AMS-Ⅲ.Q (폐가스, 폐열, 폐압력 회수 사

업)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CDM 사업 설치 전 카본 블랙 생산에 필요한 전기는 중

국의 국가 전력망으로부터 공급 받았으며, 설비에서 발생한 폐가스는 백필터 처

리 후 대기 중으로 방출하였다. 사업자는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전기를 자

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여 생산

한 전기를 전량 지역 전력망으로 공급한다. 차오양흑묘사는 CER에 대한 판매계약

(ERPA: 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을 국내사업자인 ㈜한화와 

체결하여, ㈜한화가 사업 투자자로서 참여한 사업이다.  

중국 랴오닝성 차오양시 
폐가스를 이용한 전기생산 사업
Liaoning Chaoyang Waste Gas Recovery for 
Electricity Generation

사업 개요

06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40,332 tCO2

사업 분야 4. Manufacturing industries

사용방법론 AMS-Ⅲ.Q. (version 02)

등록일/발행일 2010년 12월 21일

심사기관 한국환경공단

Chin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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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Natural gas

Reactor

air

Oil preheater

Air preheater Bag filter

Splintered machine
Powened carbon

blank tank

Granulator

Waste gas buner

Packing machine

Boiler Steam burbine

Generater

Produe tan
Dryer

Row oil preheater

Exhaust

◎         전 공정내에서 CDM사업 경계를 설정...  

전 세계적으로 카본 블랙 생산 공정은 퍼네스 블랙(furnace black)1) 이나 서멀 블

랙(thermal black)2) 공정을 사용하며, 이 중 퍼네스 블랙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3). 차오양흑묘사 또한 아래 그림 1과 같은 퍼네스 블랙 방식의 카본 블랙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다. 

[그림 1] 일반 Furnace Black 설비 모식도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퍼네스 블랙 방식 대부분의 폐가스는 백필터 

처리를 거쳐 소각 후 방출되거나 열병합 발전을 통한 에너지 회수 후 방출된다. 폐가

스의 일부는 연소 후 건조기로 보내져 제품의 수분을 제거하는데 이용된다. 아래 그

림 2는 차오양흑묘사의 카본블랙 및 전기 생산 설비를 나타낸 모식도이며, CDM 사

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일러, 증기 터빈 및 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CDM 사업 카본 블랙 및 전기 생산 설비 모식도

1)  연소로에 천연가스 혹은 기화된 중질유를 공기와 함께 불어넣어 불완전 연소시켜 제조한 카본 블랙. 대표적인 카

본 블랙으로, 고무의 충전재, 안료 등을 비롯하여 각종 용도에 적합한 많은 품종이 있음, 화학용어사전

2) 천연가스의 열분해로 생성되는 카본 블랙의 하나로 고무 공업에 쓰임

3) Carbon Black User Guide from international carbon black association

심사 과정

OIL PRE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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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gas
or tail gas

Cogen or Energy
Recovery/Flare

oil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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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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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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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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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의 일부는 CDM사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산한 제품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

하여 연소 후 건조기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가스만 증기 

보일러 등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         버려지는 자원, 폐가스활용 방법...  

  ● 폐가스 신규이용 사업 

해당 방법론은 폐가스를 신규로 이용하는 사업에만 적용가능하고, 기존에 폐가

스를 이용하던 사업은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참여자는 퍼네스 블랙 

카본 생산 공정에서 폐가스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상 일반화되어 있으

므로, 해당 사업에서의 폐가스 이용 및 발전 사업은 신규 사업임을 설명하였다.

  ● 상업적 생산시점

해당 방법론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시점에 카본블랙에 대한 상업적인 생산이 

시작된 설비에만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심사팀는 해당 사업의 카본블랙 생산라인

에 대한 건설 완료 일자 및 생산량에 대해 기업회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를 평가

하였다.

  또한, 본 CDM사업의 “추가성”은 투자장애 (Investment barrier)분석을 통하

여 입증하였다. 사업의 IRR(내부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3.96%로 중국 발전 사업 

분야의 벤치마크 수치인 8%보다 낮아 수익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CDM 사업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해당 카본블랙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75% 이상을 국가

전력망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전력사업에서 사용하는 벤치마크 수치를 참조

하였다4). 민감도분석에 사용된 총투자비용, 전기단가, 전기발전량 및 운영비용 등

이 ±10% 정도의 범위에서 변동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심사팀은 중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004~2008년간 원료, 연료 및 전력

에 대한 구매가격지수를 확인하였으며 전년대비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 전력 생산 분야 종사자의 2005~2008년간의 평

균임금자료를 통하여 적절한 값임을 확인하였다.  

◎         배출계수와 온실가스감축량...  

방법론(AMS-Ⅲ.Q)에 따라 본 사업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카본 블랙 생산 설

비에서 발생한 폐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카본블랙 생산 설비에 필요한 전

기는 국가전력망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CDM 사업을 통해

서 생산된 전기는 전량 지역 전력망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배출계수는 지역전력

4)  EB51, Annex59, Information Note: Previous rulings related to the appropriateness of benchmarks for  

project activities utilizing waste heat/waste gas for power generation

● 증기배관 

●● 증기 터빈 및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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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배출계수를 사

용하였다. 베이스라

인 배출량은 CDM 사

업의 부재시 전력망에

서 생산해야 하는 전

력(CDM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 전력배

출계수 및 상한계수

(Capping factor)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

다. 상한계수는 CDM 

사업의 시작일 이전보다 카본 블랙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폐가스의 양이 많아질 경우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즉 더 많은 폐가스를 이용하여 기준년

도보다 10% 이상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상한계수에 의해 기준년도 만큼만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한계수는 3가지 방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경우 3년간의 운전 자

료가 없고 폐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설치된 설비의 이론적인 

전력생산량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다. 심사팀은 2009년 8월 해당 사업에 대한 현장

심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일러, 터빈 및 발전기가 현재 설치되어 정상 운전 

중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CDM 사업을 위한 모니터링실 및 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전 세계 단 3건의 희귀 사업...  

본 사업은 중국 내 카본블랙 생산설비 폐가스 발전사업으로는 CDM 사업으로 최초 

등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분야 사업은 해외 DOE가 평가한 3건만 CDM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해당 사업분야인 제조분야는 CDM 집행위원회에 의해 3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험을 가진 심사원만 심사가 가능한 분야인 복잡기술분야로 지정

되어 있다. 방법론과 관련한 심사팀의 설명이 포함되어 방법론이 개정되었으며, 개

정을 통하여 이미 폐가스를 사용하던 사업에 대한 적용성이 명확해졌다.

성과/시사점

기존(version 02) 변경후(version 05)

폐에너지의 회수는 

신규사업만 적용가능하다.

각주 신설

기존에 적은 양의 폐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한 사업도 향후 크레딧 

기간 동안 일정량을 이용한다면, 방법론은 적용가능하다.

[표 5] 방법론(AMS-III.Q) 개정 내용(EB 69차 회의, 2012년)

● 모니터링실 

●● 카본블랙 생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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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열매 껍질을 이용한 스팀생산...  

본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코코넛오일 가공 공장 1곳과 카카오 가공 공장 2곳에서 

잉여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소비하여 과거 사

업장에서 사용하였던 중유 보일러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각 공장에 

설치된 신규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스팀 생산용량을 보면 코코넛오일 가공 공장 1

곳과 카카오 가공 공장 2곳 각각 10톤/시간 1기와 6톤/시간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로는 코코넛오일 가공 공장에서는 주 연료가 야자 열매껍질

(EFB: Empty Fruit Bunch)이고 카카오 가공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카카

오 열매 껍질(Cacao Shell)이다. 이들 중 야자 열매껍질은 대부분 단순 매립방식

으로 처리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메탄을 배출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한 야자 열매

말레이시아 Johor 바이오매스 
스팀 생산 사업
Johor Bundled Biomass Steam Plant in Malaysia

사업 개요

07

심사 종류  타당성      검증

사업 기간  7년           10년

예상 감축량 130,505 tCO2  (1차모니터링 : 39,375 tCO2)

사업 분야

1. Energy industries (renewable sources)

13.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5 : Agriculture

사용방법론 AMS-I.C (version 08), AMS-III.E (version 08)

등록일/발행일 2013년 4월 25일

심사기관 에너지관리공단

Malaysia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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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의 연소는 이러한 메탄의 감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카카오 열매껍질의 경

우에는 사업 전에 일부 퇴비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메탄감축의 효과는 제외

된다. 본 사업은 CDM사업 도입 초기인 2006년에 개발되어 같은 해 9월에 유엔에 등

록되었다. 당시에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도입은 기술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었

으므로 추가성 입증이 용이하여 비교적 쉽게 등록된 것으로 보여진다. 

◎         방대한 량의 데이터, 계획적인 심사가 필요...  

먼저, 본 사업에 대한 심사는 이미 등록된 사업에 대한 감축량 검증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사업은 3개 공장을 번들링으로 묶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현장 방문 때

에 3개 공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자료들이 그 어느 사업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

다. 특히, 바이오매스 입고량과 스팀 발생량과 관련된 데이터는 생각 외로 많아 두 

명이 심사하는데 좀 버거웠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샘플링 계획을 미리 세워서 갔

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러한 데이터 확인 이외에도 야자 열매껍

질의 단순매립과 관련하여 현지 매립장을 한 곳 돌아보아 메탄발생으로 인한 감축효

과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였다. 나머지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행히 인터넷 기사를 

통해 현지 위생매립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하여 단순매립 비율 검증을 보

완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을 검증하는데 

있어 어려웠던 점은 위에

서 언급한 대로 확인해야

할 데이터 양이 무척 많다

는 점 이외에 이전 타당성

확인(Validation) 결과에 

대한 사업자와의 견해 차

이였다. 이전 타당성확인 

결과 중 본 검증과 가장 크

게 충돌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사업 타당성확인 시 야자 열매껍질의 단순매립이 2002년부

터 시행되었다고 보고 되었는데 사업자는 이때부터 발생된 야자 열매껍질이 사업기

간에도 사용되었으니 사업시작 년도인 2006년 이전의 메탄발생량에 대해서도 감축

량에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즉, 사업이전의 메탄감축량도 인정해달라는 주장

이었는데 심사팀 입장에서는 매운 근거가 미약한 이야기였다. 두 번째는 본 사업은 

타당성확인 시, 해당 소규모 방법론에 의해 단순 매립지에서의 메탄 발생량을 일차 

분해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실제 메탄 배출량 계산은 이를 약간 변형해서 계산을 하

였다는 점이었다. 더 큰 문제점은 이 모두 타당성확인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문제없

다는 판단을 거쳐 최종 유엔의 승인을 받아 등록되었다는 점이어서 심사팀의 심사판

단을 사업자에게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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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증을 담당하는 심사팀의 경우 이러한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심사가 처

음이었으므로 예상 치 못한 문제점을 만나자 우선은 유사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실

시하였다. 하지만, 해당 방법론이 여러 번의 유엔 수정을 거친 터라 동일한 버전의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을 찾기가 어려웠고 게다가 검증을 마친 사업은 전무한 상태

였다. 할 수 없이 이전에 타당성확인을 수행한 평가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

의를 하였으나, 해당 담당자는 본인의 평가는 적절히 수행되었고 자세한 사항을 

심사팀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밀유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더 이상의 협조를 거

절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제일 확실한 건 유엔에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검증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의견 불일치가 유엔에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

단 또한 쉽지 않았다.

◎         사업 감축량 줄다리기...  

CDM심사는 사실 종료시점이 없는 계약이다. 물론 사업자와 협의해서 특정 시

점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심사를 종료하자고 합의할 수는 있으나 어느 사업

자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심사의 종료시점을 계약에 명시하자고 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사업도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지 상태

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다른 검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유엔에 제

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사업자는 유엔에 제출된 자료가 본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

에 빨리 논란을 종결하고 이전 사업자 주장대로 검증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

을 제안 해왔다. 이렇게 되자 심사팀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은 유엔승인 시점까지는 이전의 심사중지 입장을 고수하기로 하였

다. 결국, 불행 중 다행이라고, 유엔에 제출되었던 유사 사업은 기존 심사팀의 지

적사항과 동일한 이유로 유엔의 지적을 받게 되었고 결국 발행거절까지 이르는 최

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사업자는 마침내 본 심사팀의 심사

결과를 수용하여 처음 신청한 감축량은 절반으로 줄게 되었고 그 결과 유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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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지적없이 크레딧 발행 승인을 받게 되었다. 심사를 시작한지 3년이 넘어 얻게된 

결과였다.

◎         사업자와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  

본 심사는 타당성확인 기관과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사업자와의 의견 불일

치로 인하여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검증심사였다. 중간에 심사결과를 통보하

고 심사를 종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엔의 타당성확인 승인을 받고 이미 등

록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 사실 심사팀의 입장도 매우 조심스러웠던게 사실이다. 결

국 우여곡절 끝에 심사가 처음 원칙대로 성공적으로 끝나고 감축량 크레딧이 보수적

으로 발행된 점은 본 심사의 우수했던 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단, 시기상으로 검증 

경험이 부족했던 점과 타당성확인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

웠던 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본 사업의 심사를 수행하면서 바이오매스 사업의 심사 난이도가 타 분야

의 사업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바이오매스 사업 자체는 바이오

매스 잉여량이 많이 발생하고 구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뿐더러 메탄감축까지 

포함될 경우 감축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여 검증을 받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아닌 듯하다. 바이오매스 구매량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메

탄감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단순매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바이

오매스 잉여량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 단 기간 심사를 수행하

는 심사팀의 입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도 농업이나 산림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전 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심사기법들의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과/시사점



이번 CDM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먼저 최근 세

계 경제침체에 따라 급격하게 냉각된 탄소시장의 여파로 자칫 그 동안 공들여 심사해온 CDM

사업의 진가들이 너무 쉽게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지구온난화 완화라는 큰 대의를 두고 힘차게 앞만 보고 달려온 모두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서, 이번 기회에 좋았던 지난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보고 함께 나누거나 자랑하고 싶은 

점들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분들이 이러한 취지에 많이 공감해주셔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

던 좋은 글들을 흔쾌히 써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지역

과 평균 35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날씨, 온종일 땀에 젖게 하는 습도, 아슬아슬 비포장 벼랑길

을 4~5시간씩 이동 후에 만난 첩첩산골의 오지에 사는 소수민족과의 인터뷰, 물이 나오지 않

아 씻지도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일 등 심사를 위해 오지를 누비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남다른 도전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

해주신 원고를 모두 모아보니 그야말로 한편의 옴니버스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을 한 편 한 편 편집해 가면서 그 속에 배어있는 저자들의 CDM심사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우수사례집을 만들면서 느끼게 된 커다란 기쁨 중의 하나이었습

니다. 

한편, 우연치 않게 이전에 타당성확인 심사를 수행하였던 사업에 대한 검증사례를 접하면서 

그 당시 심사 때 놓쳤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된 점은 뜻밖의 커다란 수확이었습니

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과 무더위 속에서도 한 자 한 자 정성껏 원고를 써주신 환경관리공단

의 박범웅 위원님과 강희경 위원님, 그리고 한국표준협회의 손규일 위원님과 한국품질재단의 

김남훈 위원님, 이미정 위원님, 장평희 위원님, 에너지관리공단의 한승호 위원님, 김대환 위원

님, 박민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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