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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1: 이 문서는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가 
2004년에 작성한 자료를 환경운동연합이 2009년에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문서를 
인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2004,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difficult balance between Dutch climate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outh, ISBN: 90-77648-03-8, http://www.foei.org 
 
- 한국어판: 지구의 벗 네덜란드 편, 환경운동연합 역, 2004, 청정개발체제 사업: 
선진국의 기후정책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은 조화될 수 있는가?,  
http://www.kfem.or.kr 
 
* 알림 2: 원본문서는 네덜란드의 기후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기후정책은 다른 선진국의 기후정책과 비슷하며, 향후 한국이 기후변화협약의 의무
감축국이 될 경우 한국도 비슷한 기후정책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
서는 보편성을 가지며, 한국의 기후정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번역 | 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용창, 이기연  
* 감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제연대팀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02-735-7000, sjl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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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네덜란드의 기후정책은 교토의정서 및 이와 관련된 유럽연합 내 여러 협약에 근거
를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를 1990
년 수준보다 6%를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이 이런 감
축의무를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사업을 벌여 충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
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기 나라의 산업에서 직접 줄이지 않고 다른 나라
에서, 혹은 여러 가지 시장주의적 방법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연한 체제 
(Flexible mechanisms)라고 하는데, 청정개발체제 사업도 이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즉,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선진국이 도와주면,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네덜란드 정부는 자기 나라의 감
축의무비율인 6%의 절반 가량을 이렇게 개도국을 돕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 대부분이 바로 CDM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기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CDM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형식이 어떤지 등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 중 네덜란드
가 CDM 사업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으므로, CDM이라는 이 복잡한 사
업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세계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문서는 CDM 사업이 개도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은 기후변화를 줄이고 지속가능발
전에 투자한다는 국제적인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
를 작성한 단체인 지구의벗은 일단 원론적으로 CDM 사업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
구의벗은, 전세계의 다른 환경단체와 마찬가지로, CDM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DM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사업비용 대비 효과가 커야 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에도 
부합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CDM 사업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
족해야 합니다. 
 
(1) CDM 사업은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훼손을 일으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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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되며, 미래세대의 환경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2) CDM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CDM 사업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도국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 즉, 모든 인간이 지구
의 환경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에서 나오는 결론
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은 제한된 환경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불공평이 계속 유지된다면,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방법이 아무리 청정한 것이
거나 지속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도국들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자연과 환경이 적응할 수 있으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량이 40%~60% 수준으로 반드시 감축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80%수준
까지 맞춰야 합니다.  
 
외국에서 CDM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게을리해서
는 안됩니다.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결국 2008년~2012년 사이에 
6%이상을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감축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유 만으로도 네덜란드
는 자기 영토 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변화하기 위한 방법에 투자를 벌써 
시작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를 위한 장기대책이 이 브로셔의 초점이 아니라
서 길게 언급은 안 하지만,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
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후변화는 개도국에게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개도국이 더 많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정부 재원마저도 부
족한 실정입니다.  
 
개도국들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CDM 사업은 반드시 높
은 수준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브로셔는 바로 그런 요건들을 설명합니
다. 그래야만 CDM 사업이라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브로셔의 첫번째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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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덜란드의 기후정책과 그 기후정책의 한 수단으로서의 CDM 사업을 소개합니
다. 제4장에서는 그 기후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제5장에서는 CDM 정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안들을 제시합니다. 
 
 
1. 기후변화와 기후정책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 원인은 인류입니다. 이렇게 온실가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인 대
기권 균형이 깨어졌고, 그 결과는 전세계에서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
이 여러 곳에서 올라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북극의 빙
하가 녹아,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평균 해발고도가 낮은 
국가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두번째 결과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부족이 심화되고 경
작가능한 토지가 줄어들고, 생태계가 손상되는 것 또한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그
런데 이런 불행한 일들 중 최악의 사태들이 특히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생태계 변화는 열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만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
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것입니다. 1997
년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낮
은 수준으로 줄이도록 합의를 하였고, 이를 교토의정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교
토의정서는 세계적인 기후대책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대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0~60% 정도 줄여야 하며, 
선진국들은 80%를 줄여야 합니다.  
 
(번역자 주. 예를 들어 한국은 1990년 1년 동안 310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
데, 2010년 1년 동안에는 294백만톤만 배출해야 저런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런데 우리 나라는 1990년 이후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2003년 1년 동안에는 
이미 582백만톤을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2006년, 기후변화대응제3차종합대
책, 4쪽.) 그러니 2003년 시점에서 볼 때 294백만톤으로 만들려면 50%나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의 배출량보다 50%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힘들 일입
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를 줄이기는 더욱 힘들어 질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감축의무를 가능하면 늦추려고 하고 있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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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국민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목표치를 조속히 결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길러,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후정책은 교토의정서에 합의한 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의
회는 교토의정서를 2002년 5월 31일에 비준하였으며, 이후 유럽연합 내에서 합의
된 사항들도 네덜단드의 기후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8년에
서 2012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6% 줄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톤 가량 줄여야 하는데, 이때 측정단위를 “이
산화탄소 환산량 (CO2 equivalent)”이라고 합니다. (용어정리 중 “온실가스” 및 “이
산화탄소 환산량” 참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는 사
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유연한 체제
(Flexible Mechanis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장주의적 방
법이 포함됩니다. 
 
 
국제 탄소 거래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ET) 
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이런 배경으로 네덜란드는 1990년대 말에 6% 감축 목표의 절반을 위의 유연한 체
제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의 절반이면 이산화탄소 환
산량으로 1억 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1억 톤의 대부분이 CDM사업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즉, 네덜란드는,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를 지니지 않은 개도국에 
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렇게 외국에서 사업을 일으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국 내보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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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한 체제 
 
유연한 체제는 교토의정서에 참여하는 부속서1국가들이 감축의무를 좀더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유연한 체제에서 거
론되는 세 가지 방법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
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한 국가 또는 어떤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
을 뜻합니다. 이때 한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은 교토의정서에서 정
해지며, 한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래서 한 국가나 어떤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소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은, 탄소배출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그래
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소배
출권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남아 있는 탄소배출권을 자신의 탄소권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에게 팔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후 정책 
 
네덜란드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세 가지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기본대책은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산업부문, 전력회사, 농업, 
교통 등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세제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대책을 실시했는데도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이 실행됩니다. 추가대책은 주로 강제적
인 것으로서 에너지세제, 부가가치세 증가, 아산화질소 배출을 막기 위한 규제, 
이산화탄소의 지하저장 등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긴급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인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혁신대책입니다. 혁신대책의 주요내용은 기술혁신과 정부정책의 혁신
을 뜻합니다. 혁신대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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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는 유연한 체제로서 세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나라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합니다. 그리하여 
각 나라가 배출하기로 약속한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한 나라는, 적게 배출한 나라로
부터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 공동이행  
감축의무를 지닌 두 나라가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을 합니다. 그 두 나라 
중 감축의무가 적은 나라가 많은 나라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이행은 서유럽의 선진국과 동유럽의 개도국 사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
니다. 
 
* 청정개발체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닌 선진국과, 교토의정서에 가입은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무는 없는 개도국 사이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즉,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대신 그 개도국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얻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감축에 경제적인 유인책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래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싼 비용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기후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온실
가스 감축이 어느 나라, 어떤 사업을 통해서 달성되든, 그것이 실제로 달성되기만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기 오
염의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함부로 배출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그 기업의 이익과 상관 없는 대중들이 받게 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
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발전된 방법입니다.  
 
기업들에 의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기후대책으로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
행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오염을 줄이게 되는 것은 온실가스의 거래가격에 달려 있
습니다. 여기서는 정부가 탄소배출허용총량(Emission Cap)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관
건인데, 이것은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배출량을 줄
였는지를 측정하고 감시하려면 정부의 행정비용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더욱이 행
정력이 미약한 개도국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경우 부패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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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유연한 체제 부분은 공
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를 통해서 수립됩니다. 네덜란드가 외국에서 줄이겠다고 한 
1억 톤 중 6천 7백톤은 CDM 사업을 통해서 달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3천 3백톤은 
공동이행 사업을 통해서 달성할 계획입니다.  
 
 

2-1. 공동이행사업 
 
부속서 1국가, 즉, 교토의정서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로 약속한 40여개의 국
가들은 공동이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기업들에게 다른 부속서 
1국가에 투자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네덜란드 경제부와 “탄소배출권 거래진흥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투자받는 
국가의 정부가 해당 사업을 인정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을 벌일 경우 해당 사업은 투자유치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목록에서 제
외되어 네덜란드(투자국)의 목록으로 옮겨집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감축된 온
실가스를 두 나라가 배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이 사업을 유치하
는 국가가 이런 공동이행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반드시 탄소배출감축목표량보다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그 나라의 탄
소배출감축목표량보다 현재 탄소배출량이 적어서 여유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 이후 경제가 침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네덜란드는 주로 동
유럽국가들과 함께 공동이행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
로바키아, 그리고 크로아티아와의 공동이행사업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2. 청정개발체제  
CDM사업의 근거이론은 공동이행사업과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를 감축시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합니다. 공동이행사업과 차이는, CDM사업이 온실
가스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에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CDM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1)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 
(2)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함. 
(3) 부속서1국가들이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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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가을에 마라케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에서 참가국들은 CDM사
업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나
라들은 CDM 사업의 실행과 점검을 독일의 본에 있는 CDM 집행위원회에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3.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이 거래제도는 2005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특정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허용량을 설정합니다. 이 허용량을 
“배출한도(emission ceiling, 또는 cap)”라고 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어
떤 기업에겐 아주 쉽고 어떤 기업에겐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리 말하
면, 어떤 기업에겐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기업은 작은 비용으로 탄소배출량
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
법이 됩니다. 그대신 전체 기업이 배출하는 총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렇게 탄
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공동이행사업과 CDM사업을 포함시켜 버리면 문제
가 생깁니다. 즉, 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소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CDM사업 등을 과다하게 허용할 경우 기업들이 에너지소
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손쉽게 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감축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에서 
CDM사업을 통해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기업들은 
그 전처럼 똑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사업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궁
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이행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
다보면 교토의정서의 목표는 달성될지 몰라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이행이
라는 장기적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간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역 혹은 국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CDM사업 등 해외사업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CDM사업에서 얻은 탄소배출권은 기업
은 배제하고 국가 간에만 거래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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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M사업의 실행방법 
 
네덜란드는 CDM 사업을 통해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려는 선도적인 나라들 중 하
나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환경부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자신
의 CDM 사업정책을 너무나 서둘러 만들고 있어서, CDM 실행위원회가 네덜란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DM사업이 승인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덜란드가 감축해야 할 배출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덜란드로서는 일찍 시작해
서 연습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일찍 만들어놓
아야 의무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3-1. 자금조달과 정부예산 편성 
 
이미 2000년에 네덜란드 정부는 배출량감축의무량 중 상당 부분을 CDM사업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경부 내에 CDM 정책을 수립할 특별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CDM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을 최근 줄
였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계획한 67백만톤의 탄소배출권을 CDM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
럽습니다. 더욱이 CDM사업이 단지 온실가스배출량만 줄이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국
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까지 달성하려고 하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 1톤당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2004년 현재 2유로(3천원)에서 5.5
유로(8,000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네덜란드 환경부는 CDM사업이 완전히 재생가
능한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일 경우 비교적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수행할 계
획이라고 합니다. 1톤당 5.5유로(8천원)은 흔히 탄소배출권의 최고가격으로 평가됩
니다. 개도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CDM사업
은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위험이 높은 사업인데, 그 비용마저 
높아진다면 네덜란드 정부는 차라리 국내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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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DM 사업의 종류 
 
CDM사업이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개도국에서 사업을 해
야 합니다. 또한 2000년 1월 이후에 시작된 사업만 CDM사업으로 인정됩니다. 또
한 탄소배출권을 네덜란드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이 개별 CDM사업에 대
해 각각 승인을 해야 합니다. CDM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는 CDM사업
에 관심 있는 여러 개도국들로부터 모두 제안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2003년 5월 현
재 네덜란드는 볼리비아,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우루과이와 CDM 계약을 맺었습니다.  
 
각각의 CDM사업이 배출량감축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량감축은 과
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을 평가
하게 됩니다.  
 
CDM사업은 아래와 같은 6개의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들어
간 예시는 앞에 있는 것이 좀더 환경친화적이라는 뜻입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풍력, 태양, 지열, 수력) 
* 바이오매스 (정제부문(clean), 폐기물감축(no waste)부문)  
* 에너지 소비감소 
* 교통부문 개선 
* 메탄의 회수와 이용 (예, 쓰레기처리장 혹은 탄광에서) 
* 화석연료를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대체 
 
교토의정서에 의해 원자력사업은 CDM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원자
력 사업 이외에도 생물종다양성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대규모 사업을 CDM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조림사업을 
CDM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조림사업을 CDM사업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이탈
리아 밀란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
림을 기후변화대책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 이산화탄소를 산림에 저장하
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조림사
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다. 왜냐하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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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만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림사업을 벌일 경우 조림, 벌목, 재조림이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더
욱이 대규모 조림사업은 사회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3)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성사업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들이 있으므로 네덜란드는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흡수원 확충 등의 개념을 반드
시 포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CDM사업으로 수력발전용 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세계댐위
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를 어떤 형태
로 받아들일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구의벗네덜란드는 수력발전용 댐건설 사업
의 경우 최대발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소규모 사업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우리는 CDM사업을 벌이게 될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
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3-3. CDM 사업의 입찰 
 
CDM사업은 흔히 개도국에서 사기업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네덜란드 환경부는 그런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이용합니다. 각각의 기업들은 적절한 CDM사업
을 벌일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이 CDM사업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 국제 금융 기관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세계은행의 자회사) 
-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세계은행의 자회사)  
- Corporation Andina de Fomento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은행) 
(2) 은행 
- Robobank  
(3) Senter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기관)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몇몇의 개도국과 양자간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 가을에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협약을 맺었는데, 5백만톤의 탄소배
출권을 얻는 대신 CDM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세계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펀드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원조탄소펀드(Prototype Carbon Fund, PCF)와 공동체발전탄소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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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Development Carbon Fund, CDCF)가 그것입니다. 원조탄소펀드는 실
험적인 펀드로서 몇몇 나라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함께 기
후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공동체발전탄소펀드는 주로 촌락공동체의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주로 투자하게 될 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이 펀드로부터 
받게 될 탄소배출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CDM 사업을 벌일 때는 가능한 모든 작업들을 외주용역업체가 처
리하게 하여 네덜란드 환경부의 업무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
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기업들은 환경부와 상담하기 전에 먼저 중개자
(Intermediary)들을 만나 CDM 사업 후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성 등을 상담해야 합
니다. 또한 유엔이 인증한 CDM 사업 평가자들을 공인평가기관(validator)이라고 하
는데, 사기업이 CDM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런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우선 받아
야 합니다. 이런 공인평가기관은 예를 들어 CDM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은 참여과정의 적절성을 오직 그 절차 자체만으로 평가할 뿐, 주민참여가 실제로 
적절했는지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주민참여방안을 만들 때는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인평가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공인평
가기관보고서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이 보고서 또한 공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 끝난 다음에야 사업개발을 하는 사
기업과 중개자들인 사업의 조건들을 정하여 계약을 맺고 사업으로 획득할 탄소배출
권의 양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탄소배출권의 양은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후변화협약사무국 산하에 있는 CDM집행이사회가 독일 본에 있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CDM 사업을 승인하고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CDM 사업을 공식적
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개자들이 등록요청서를 CDM집행이사회에 제출해야 하
며, CDM집행이사회가 심사를 한 후 등록을 승인하게 됩니다. CDM집행이사회는 제
출 받은 CDM사업이 마라케시합의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
니다. 시민들이 CDM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
다. 네덜란드 환경부는 투자유치국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네덜란드
에 공식적으로 이양한 다음에야 CDM사업 개발업자에게 사업대금을 지불하게 됩니
다. 이때 환경부가 지불하기 직전에 CDM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하도록 압력
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04년 현재까지 네덜란드 환경부는 18개의 CDM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 18개의 
CDM 사업은 전부 경제부 산하기관인 Senter가 공개입찰을 통해 모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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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들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1일까지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최종승인은 
2003년 3월에 났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공개입찰이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금융기
관이나 일반은행이 먼저 제안서를 작성하여 승인 받은 CDM사업은 현재까지 없습
니다. 2004년에는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위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4. CDM 사업의 사례 
 
(1) 인도네시아, MNL 와양 윈두(Wayang Windu) 지열발전 사업 
 
2004년 현재까지 승인 받은 18개의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5백만 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지열
발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완공되면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의 발전회사인 Unocal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조인트 벤처인 MNL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파나마, 에스티(Esti) 수력발전 사업 
 
파나마에 댐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3백만 톤 이산의 탄소배출권을 얻게 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 다른 화력발전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의 에너지관련 다국적기업인 AES의 자회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
다. 
 
(3) 인도, 수즐론(Suzlon) 풍력발전 사업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 주에 총 1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12개의 풍력발전 터
빈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하면 기존의 화력발전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
업은 3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인도, 칼파타루(Kalpa Taru) 바이오매스 사업 
 
바이오매스를 연료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인도서부의 라자흐스탄 
주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풍부한 겨자 줄기를 연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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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일부는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일부는 전력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1백
만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청정개발체제사업, 이렇게 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좋은 CDM 사업은 (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며 (3) 선진국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
므로 CDM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사업이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모
습을 보면 CDM사업을 가능한한 최소비용을 처리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
다. 가끔은 위와 같은 세 가지 목표가 너무 쉽게 무시되기도 합니다.  
 
CDM사업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장치들이 분명해져야만 부속서1
국가들이나 개도국, 그리고 투자자들이 모두 이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개도국에서
는 CDM사업을 지원해주는 다른 기초 산업들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
다.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후속협약을 위한 협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발
도상국들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세계적인 기후정책을 받
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CDM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CDM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CDM사업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1. 추가성(Additionality) 

 
교토의정서에서는 CDM사업이 추가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정
리 중 추가성 참조) 즉, CDM사업이 인증받으려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감축
되는 배출량보다 더 감축되는 배출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에서 2004년 현재까지 승인한 18개의 CDM사업들을 보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는 
있지만 추가성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CDM없이 유사한 사업들
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CDM을 이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배
출감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3년 7월에 CDM집행이사회는 배출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CDM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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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기술 
지시서도 발행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네덜란드는 이미 승인한 18개의 사업이 온실
가스 배출을 추가적으로 감축한다는 사실을 기술지시서에 따라 증명해야 하는 것입
니다.   
 
4-2. 책임과 투명성(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네덜란드 환경부는 CDM 사업 신청자들이 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즉, CDM 사업을 지도할 만한 수단이 환경부에 거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한 CDM사업이 승인되려면 투자유치국이 이 사업을 승인해야 하
는데, 문제는 투자유치국이 개도국이다보니 그 정부가 승인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
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도국 중 많은 나라에서는 민주
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사업들도 그 정부가 승인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사업의 기준에 부
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환경부는 CDM사업이 이처럼 환경과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들과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
니다. 환경부의 이런 입장은 매우 어리석은 것인데, 왜냐하면 결국 CDM사업과 관
련된 투자유치국의 환경과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은 네덜란드 환경부에 있기 때문입
니다.  
 
더욱이 문제는 환경부가 승인한 18개의 사업 중 일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아 협의를 전혀 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그럴 필요
가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대중의 견해가 CDM사업 설
립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이 사업 시행 이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히 투자유치국에서 그 사업은 지속가능
하게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국제비정부기구 사이에서 가장 평판이 좋지 않습
니다. CDM프로젝트는 배출감소의 목적뿐 아니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외교부 또는 개발 기구들처럼 폭 넓은 
경험을 가진 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환경부는 전세계적인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CDM사업을 그에 맞게 효과적으
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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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골드 스탠다드 (CDM Gold Standard) 
 
CDM 황금률은 최상의 CDM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환경기구와 국제
개발기구가 만든 기준입니다. CDM사업이나 공동이행사업을 제대로 설계한다
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전세계로 전파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CDM황금
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CDM 황금률은 프로젝트 디자인의 방법론입니다.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는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한 연료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용을 확대시켜야 한다 

- 프로젝트는 추가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으로 지속가
능해야 한다 

- 프로젝트는 환경개발기구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방침들은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 제공한 사업설계지침에 자세하게 명
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개발자가 이런 방침들을 실행에 옮기면, 프로젝트는 자
동적으로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사업과 에너지감축사업만 
황금률에 적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림사업 등은 황금률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저 세 가지 기준을 맞추려면 개도국개발원조 관련 예산이 
CDM사업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며, CDM사업 계획시 관련된 모든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4-3. 기후변화적응사업기금(Adaptation Fund)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곳은 저소득층이 많은 개도국입니다. 이들
은 가뭄 또는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는커녕 직접적인 피해도 막을 길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발전에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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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는 이미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서 발
생할 피해에 미리 적응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지만, 개도국들은 그런 준비를 할 만한 예산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DM프로젝트의 예산 중 일부는 개도국들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사업기금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교토의정서에 정해졌습니다. 하
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사업기금은 거의 항상 기존의 원조금에서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런 국가들에서의 기후정책에 대한 도움을 강화하기 위해선 또 다른 노력이 이뤄줘
야 합니다.  
 
 

4-4. 무임승차(Free Riders) 
 
지금까지 쿄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의 몇몇 프로젝트 개발회사들은 CDM 
분담금 으로부터 이득을 얻어 왔습니다. 그 회사들은 자기 나라에서 배출감소를 위
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기 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와 유럽연합국가들은 교토의
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회사들이 CDM 분담금을 받는 것을 제외시켜야 합
니다. (현재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의 회사들이 
오히려 네덜란드가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CDM사업을 수주받아 돈을 버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 권고 사항 
 
CDM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구의벗네덜란드는 CDM사업 그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은높은 질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CDM 
프로젝트는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고, 개도국의 기후정책방향에 혼란을 가중시
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벗네덜란드는 네덜란드 CDM 정책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
이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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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속가능발전의 관점 
  
권고1: CDM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쿄토의정서에 따르면 CDM프로젝트는 온실가스배출감축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현재 탄소배출권을 최소비용으로 얻어내는 것을 최우
선목표로 하고 있지만, CDM사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방향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라
는 것이 CDM사업을 승인하는 기본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이 어떤 
경우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댐사업은 소형댐사업으로 대체하고, 대규모조림사업은 
CDM사업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의 기준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2. 환경부의 감독 책임 
 
권고2: 네덜란드 환경부는 CDM사업을 광범위하게 감독해야 한다. 
 
네덜란드 환경부는 네덜란드 외교부나 개발기구 등의 경험을 빌려 CDM사업을 광
범위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는 CDM사업의 질을 사후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들 사업을 관리할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네덜란드 환경부는 CDM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
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CDM사업이 계속 유
지되려면 CDM사업을 위해 기존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지 말고, CDM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다른 개도국원조 예산이나 개발사업을 위한 예
산을 전용해서는 안됩니다. 
 
 

5-3. 일반적인 환경정책과 조화 
 
권고3: CDM 프로젝트 정책은 일반 환경정책을 장려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개도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적응사



 22 

업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 나라들은 개도국들이 입는 기
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기금은 
개도국의 기후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
은 CDM사업 입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나라들이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CDM사업에서 얻어진 탄소배출권은 유럽
탄소배출시장에서 거래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유럽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내에서 
탄소배출량감축량이 줄어든다면 결국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기 때
문입니다.  
 
CDM사업은 제대로 설계되기만 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훌륭
한 도구입니다. 이런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욱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CDM사업의 질이 높아질 것이
고 CDM사업이 네덜란드의 기후정책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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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이 용어정리는 원문에 없으나 번역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이 합의한 기후변화대응대책. 이에 따
라 약 40개의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약 5%줄어든 수준으로 온
실가스배출량을 감축시키기로 약속함.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교토의정서 영문판 원문.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kpeng.html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2006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종합
대책, 231쪽, 교토의정서 한글판.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 
 
공동이행 (JI,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6조에서 기후변화대응 대책으로 인정한 시장주의적 방법, 즉 유연한 
체제의 한 가지. 부속서1국가(투자국)가, 다른 부속서1국가(투자유치국)에서 온실
가스감축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서 줄어든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투자국이 가져가는 
방식의 사업. CDM사업의 투자유치국은 부속서1국가 이외의 국가이고, 공동이행사
업의 투자유치국은 부속서1국가라는 차이점이 있음. 용어정리 “교토의정서” 참조.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1992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합의한 국제협약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중 기후변화협약 영어판 원문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conveng.pdf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정부, 2006년, 기후변화대응 제3차 
종합대책 중 147쪽, 기후변화협약 한글판 원문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홈페이지 http://www.ipc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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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므로 각종 사회적 의무를 피해갈 수 있음. 그러
므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하여 OECD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이것임. 
기업투명성, 고용, 환경, 부정부패,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경쟁, 조세 등의 영역에 
대해 권고하고 있음. 원문: http://www.oecd.org/dataoecd/56/36/1922428.pdf 
 
마라케시 합의(Marrakesh Accords) 
2001년에 체결된 합의. 1997년 교토의정서로 합의한 기후변화대응대책인 유연한체
제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가이드라인 등을 정함.  
기후변화협약사무국 제공, 마라케시합의문 영어판 원문 
http://unfccc.int/cop7/documents/accords_draft.pdf 
에너지관리공단 제공, 마라케시합의문 한글판 원문 
http://co2.kemco.or.kr/pds/view.asp?pg=2&id=565&ty=&kw=&kd=8 
 
부속서 I 국가(Annex I countries) 
교토의정서 협약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국가. 약 40개의 국가이며,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은 빠져 있음. 부속서 I국가들은 대체로 2008년부터 정책을 
실시하여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데, 1990년 수준보다 평균 -
5.2%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함. 부속서 I국가의 목록과 각 나라가 제출한 실행상황
보고서는 여기에 있음.  
http://unfccc.int/national_reports/annex_i_natcom/submitted_natcom/items/3625.ph
p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World Bank와 IUCN의 지원으로 1998년 댐을 짓는 기술자와 댐 사업에 자금을 지
원하는 국제금융기관, 댐반대운동을 했던 시만단체 등이 모여 만든 위원회. 이 위원
회는 댐이 진정 이로운 사업인지를 평가하였으며, 댐이 진정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권고사항들을 모아 2000년에 보고서를 냄. 한글요약문을 여
기서 볼 수 있음.  
http://www.savejirisan.org/bbs/board.php?bo_table=info_1&wr_id=54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고 함. 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는 다음과 같음.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근거: 대한민국 정부, 2006년,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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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협약 제3차종합대책, 248쪽, 교토의정서 부속서 가, 온실가스의 종류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 
 
온실가스감축인정분(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DM사업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감축량. 교토의정서 제12조 제5항에 정의됨. 온실
가스 속에 들어 있는 탄소량을 환산하여 계산하며 탄소배출권과 마찬가지로 탄소 1
톤을 온실가스감축인정분 1단위로 계산함. CDM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이 실제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에 기여하였는지를 공인된 기관이 인증하게 되며, 이렇게 인증
받은 CER은 탄소배출권으로 거래됨. 그래서 CER 자체를 탄소배출권으로 부르기도 
함.  용어정리 “교토의정서” 참조. 
 
유연한 체제(Flexible Mechanisms, 또는 Kyoto Mechanisms)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한 기후변화 대책 중 시장적 방법인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탄소배출권거래를 총칭하는 말. 원칙상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온실가스배출을 각 
나라와 기업이 줄이는 것이지만, 시장의 방식을 이용하여 좀더 쉽게 온실가스배출
량을 감축한다는 점에서 이들 방법을 유연한(즉, 쉬운, 너그러운) 체제라고 부름. 
한글번역은 “유연한 방법” 혹은 “시장주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지
만, 기존 언론 등에서 “유연한체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음. 교토의정서 원문
에는 Flexible mechanisms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교토의정서의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해 유연한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임. 
 
이산화탄소환산량(CO2 Equivalent) 
각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름. 그러므로 이렇게 각기 다른 온실가
스의 배출량을 통일된 단위로 만든 것이 이산화탄소환산량임. 그런데, 이런 통일된 
단위에는 이산화탄소환산량 이외에도 탄소환산톤(Carbon Ton)과 CDE(Carbon 
Dioxide Equivalent) 등이 있으며, 계산방법은 단위마다 다름.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기후변화대응 대책으로 인정한 시장주의적 방법, 즉 유연한 
체제의 한 가지. 부속서 1국가(투자국)가, 부속서 1 국가 이외의 국가(투자유치국)
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서 줄어든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투자국이 
가져가는 방식의 사업. 2009년 6월 현재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이 인정한 CDM사업은 
약 4400개가 있으며, 이 중 수력발전용 댐 건설사업이 개수로는 27%, 온실가스감
축인정분으로는 21%를 차지함. 사업의 종류별 목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음. 
http://cdmpipeline.org/cdm-projects-typ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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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 (CDM) 집행이사회(CDM Executive Board) 
2001년 마라케시합의로 생겨난 위원회. CDM 사업 승인권 등을 가짐.  
에너지관리공단 제공 마라케시합의문 한글판 원문, 94쪽, 부속서-청정개발체제 방

식 및 절차 중 (다) 집행이사회 
http://co2.kemco.or.kr/pds/view.asp?pg=2&id=565&ty=&kw=&kd=8 
 
추가성(Additionality) 
교토의정서 12조5항에 규정된 CDM사업의 요건 중 하나. CDM사업이 승인받으려면 
그 사업이 없었을 경우에 감소되는 배출량에 추가하여 더 배출량이 감소되어야 한
다는 조건.  
대한민국 정부, 2006, 기후변화협약 제3차종합대책, 241쪽, 교토의정서 12조5항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또는 Certified Emission Rights (CER))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얻게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온실기체는 그 
속에 들어 있는 탄소량을 환산하여 탄소 1톤을 탄소배출권 1단위로 정하여 거래하
고 있음. 탄소배출권은 어떤 국가나 기업이 자기에게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서 이렇게 얻은 탄소배출권을 통해 다른 국가나 기
업에게 팔 수 있음. 그런데 CDM사업을 통해 얻는 인증된 감축량을 온실가스감축인
정분(CER)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탄소배출권처럼 거래되므로 번역시에 CER을 탄
소배출권으로 번역하기도 함.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얻게 된 탄소배출권을 각 국가간, 또는 기업간에 거래하는 제
도.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기후변화대응대책
인 유연한체제의 핵심임.(용어정리 “교토의정서” 참조) 
 
탄소배출허용총량(Emission Cap) 
한 나라의 정부가 정하는, 그 나라가 연간 배출할 온실가스의 총량. 탄소배출허용총
량을 아주 낮게 설정한다면 탄소배출이 아주 힘들어지므로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
이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함. 그래서 이 경우엔 탄소배
출권의 톤당 가격이 높아짐. 탄소배출허용총량이 높게 설정되면 기업들은 제조과정
을 다소 변경시키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부여된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낮아짐. 그러므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이 발달하려면 탄
소배출허용총량을 낮게 설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