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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이슈

주요이슈
제21차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15,12)에서 UNFCCC**의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 출범, ‘기후변화 대응’ 세계 각국의 핵심 아젠다로 부각
* COP(Conference of Parties): 유엔기후변화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산하에 협약의 이행과 과학·기술적 측면 검토를 위해 이행부속
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음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유엔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측정 및 감축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KS 기준을 마련 하고, 기후변화 대응(CCM)*
및 기후변화 적응(CCA)**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 CCM(Climate Change Mitigation):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GHGs) 배출 방지가 주요 목표
** CCA(Climate Change Adaptation):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GHGs)로 인해 변화된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기후변화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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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글로벌 신 기후체계 출범 배경
● 2100년 해수면 63cm 상승, 평균기온 3.7℃ 증가 예상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
* ’10년 칸쿤회의에서 개최된 COP16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내로 억제하기로 합의

교토체제 이후 글로벌 신 기후체제 출범
● 195개 협약 당사국은 기존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합의문 채택하고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

표1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 비교

구분
대상국가
발효시점

교토의정서(’97)
●주요 선진 37개국
* 우리나라 미포함

●’05.2월

파리기후변화협약(’15)
●모든 협약 당사국 (195개국)
●55개 국가, 글로벌 배출량의 55% 이상

비준시
●지구 평균온도 상승 제한(산업화 이전 대비

목표 및 체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2도)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1천억 달러

지원 23년부터 매 5년마다 탄소 감축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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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5년까지 ’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 제시
●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강력한 연비기준과 대체연료 확대를 통한 수송부문 감축
● 온실가스 자원화 투자 확대
* ’14년 포집 1,000억원, 활용 2,000억원

그림 1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출처: Wolr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Energy and Climate Change(IEA, ’15.6.)

EU
● ’30년까지 ’90년 대비 최소 40% 감축목표 제시

- 지난 20년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LULUCF*가 금번
계획에 포함됨
* Land Use, Land-use Change, Forestry(LULUCF): 인간에 의한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및 임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감소를 담당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

●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비용절감에 중점
● CO₂ 자원화를 위한 다국적 SCOT* 조직 운영(’13)
* SCOT(Smart CO₂ Transformation):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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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U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출처: Wolr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Energy and Climate Change(IEA, ’15.6.)

중국
● ’30년까지 ’05년 대비 원단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목표
* 연간 CO₂ 배출량 GDP로 나눈 배출량(emission per unit of GDP)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주도
● 비화석 에너지(원자력·신재생 에너지) 소비량 20% 상향
그림 3 중국의 1차 에너지 믹스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 ’15.7.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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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아국은 미국·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배출량은 ’13년 총 7.0억톤에서 ’30년

8.5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66.7억톤, 러시아 28.0억톤, 일본 14.1억톤, 독일 9.5억톤, 캐나다 7.3억톤, 한국 7.0억톤(’13, UNFCCC)

그림 4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13, UNFCCC)

※ 중국·인도 포함시 우리나라 순위는 세계 8위 추정

그림 4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 아국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부문별 감축 부담량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30년 온실가스 감축목

표(NDC*) 설정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온실가스 감축 기여분

● 현재 기술과 정책 수준을 유지할 경우 ’30년 온실가스 배출량(BAU)은 총 8.5억톤으로 예상, BAU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설정
* 국내: 25.7%, 국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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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저비용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즉 배출허용총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교토메커니즘 주요제도)
* 배출권 거래제: ETS(Emission Trading Scheme)

● 배출자는 탄소가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또는 배출권 구매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직접규

제에 비해 유연성이 허용되는 특성이 있음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저비용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즉 배출허용총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교토메커니즘 주요제도)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는 상호 쌍방향 거래하는 방식이며, 감축실적 거래는 단방향 거래 방식임

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Ⅰ국가(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
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교토의정서 제12조에 의해 규정)
*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배출권: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

CDM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양국 간 교토메커니즘의 기본 구성안이 되는 양자간(bilateral)
CDM으로서, 선진국에서 CDM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다수의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자간 CDM이라 하며, 개도국이 단독으로 사업을 개발

해서 선진국에 배출권을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단독 CDM이라 함

공동이행제도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 공동이행제도: JI(Joint Implementation)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의정서 제6조)
* ERUs(Emission Reduction Units): 공동이행제도를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 배출권

공동이행제도 추진절차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투자를 유치한 선진국의 대상 활동
관련 온실가스통계시스템과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이 교토의정서에서 요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트랙1)에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젝트의 승인, 흡수 배출
량의 모니터링 검증, 배출권(ERUs) 발행 등 대부분의 절차를 투자유치국이 할 수 있음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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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동향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
(CCM)과 기후변화 적응(CCA)으로 구분
● 온실가스 분석을 위한 시험분석 표준 개발 필요

기후변화 적응은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GHGs)가 유발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거나,
그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임
● 기후변화 적응은 일반적으로 취약성 평가(VA), 계획(P), 이행(I), 모니터링 및 평가(M&E)로 구성*
* Planning(P), Implementation(I), Monitoring & Evaluation(M&E)

ISO 기술경영이사회(TMB)는 기후변화조정위원회(CCCC)를 개설하여 기존 ISO 표준을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
ISO/TC207/SC7은 ’15년 수립한 전략 기획(안)에서 기후변화 적응를 중요한 표준화 영역
으로 분류하였고, ’18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관련해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상위수준 프레임
워크’ 표준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추가 표준을 개발할 계획
UNFCCC 적응위원회(AC)*와 ISO 중앙사무국(CS)**은 새로운 기후변화 분야 표준을
신속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할 것을 ISO/TC207/SC7에 요청
* Adaptation Committee
** Central Secretariat

ISO/TC207/SC7은 ’15.9월 제22차 뉴델리 총회에서 ISO/TC207/SC7/WG9을 개설을 확정
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상위수준 원칙표준(HLFA)*’ 제정 작업을 개시
* High Level Framework for Adaptation, 의장: 영국, 공동의장: 중국

● ISO/TC207/SC7은 각 회원국에게 기후변화 적응 관련 NWIP* 초안 작성 요청하였으며, 한국대표단은 기

후변화 적응 취약성평가(VA)에 대한 표준 작성에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ISO/TC207/SC7은 한국이 의향
이 있다면, ’16년 2월까지 NWIP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
* New Working Item Proposal, 취약성평가(VA), 기획(Planning, P), 이행(Implementation, I),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M&E)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표준의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임무반(TGAC)*을 개설하고 반장으로 Prof. Ira

Feldman (미국)을 지명
* Tasking Group on Adaptation Coordination

’16.2월, 우리나라 ISO/TC207/SC7 NMC는 초안작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CCA-VA 및
–P NWIP 초안 작성하여 ISO/TC207/SC7/TGAC에 제출
* 이는 정식 NWIP 제출이 아니며, 해당 아이템 추진에 관심있는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이 조정을 마친 후, NWIP를 정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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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련 국제표준화 현황(제정완료)
표준번호

표준명

ISO 14064-1:2006

Greenhouse gases -- Part 1: Specification with guidance at the
organization level for quantification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ISO 14064-2:2006

Greenhouse gases -- Part 2: Specification with guidance at
the project level for quant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or removal enhancements

ISO 14064-3:2006

Greenhouse gases -- Part 3: 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th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assertions

ISO 14065:2013

Greenhouse gases -- Requirements for greenhouse gas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for use in accreditation or other forms of
recognition

ISO 14066:2011

Greenhouse gases -- Competence requirements for greenhouse
gas validation teams and verification teams

ISO/TS 14067:2013

Greenhouse gases --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 Requirement

ISO/TR 14069:2013

Greenhouse gases -- Quantification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or organizations -- Guidance for the application of
ISO 14064-1

온실가스 관련 국제표준화 현황(제정중)
표준번호

표준명

ISO/CD 14064-1

Greenhouse gases -- Part 1: Specification with guidance at the
organization level for quantification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ISO/CD 14064-2

Greenhouse gases -- Part 2: Specification with guidance at
the project level for quant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fo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or removal enhancements

ISO/CD 14064-3

Greenhouse gases -- Part 3: 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th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assertions

ISO/AWI 14067

Greenhouse gases --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quantification and communication

ISO/AWI 14080

Guide with framework and principles for methodologies on climat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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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상위 수준 프레임워크 국제표준화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ISO/TC207/SC7 회의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상위 수준 프레

임워크*’, 제1차 국제표준화 회의(’16.4.)가 진행
* High Level Framework on Adaptation

● 인도네시아 회의에 앞선 ’16년 2월 3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상위 수준 프레임워크’ 국제표준제안서

(NWIP)에 대해 SC7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NP 채택여부 투표결과, 30개 회원국의 찬성(반대 2개국, 기권 21
개국)으로 NP가 채택
● ‘온실가스 및 관련 활동’ 분과위원회(ISO/TC207/SC7)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

응(adaptation)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상위 수준 프레임워크’ 표
준은 기후변화 적응의 세부 구성요소의 정의 및 연계를 위한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표준으로 포지셔닝
(positioning)을 추진 중

기후행동에 관한 방법론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원칙(ISO 14080)
●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ISO 14080 기후행동에 관한 방법론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원칙*’, 제1차 국제표

준화 회의(ISO/TC207/SC7/WG7, ’15.4.)가 진행되었다.
* Framework and principles for methodologies on climate actions

그림 5 온실가스 및 관련 활동 분과위원회(ISO/TC207/SC7) ’ 표준개발 전략

● ISO/TC207/SC7/WG7의 리더십은 인도네시아-일본으로 구성됨
●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ISO 14080의 표준 적용범위에 포함

- ‘지속가능성 지원 측면에서 온실가스 완화 그리고 적응 및 그 영향을 포함한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기후 행동에 적용가능하다.’
● ISO 14080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기존 방법론의 적응 프레임워크, 신규 방법론

개발 프레임워크 그리고 방법론의 품질관리 및 업데이트 프레임워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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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지침
● ’16년 4월,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는 공동으로 ‘표준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지침**’, 유럽표준(CEN-CLC guide 32:2016)을 제정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Guide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standards

● CEN과 CENELEC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EU 전략에 관련된 전달문(COM(2013) 216 final)의 이행을 지원

하기 위한 의무사항(mandate)으로 이 ‘표준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

그림 6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법

Outcome

Standards that are fit for purpose
in a changing climate

By using the decision tree, sources of
information, guidance for drafting provision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raising awareness
about aspect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W
H
A
T

Integrate provisions regarding new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products

Impacts of climate change can
affect products and the resilience of
products should be enhanced

H
O
W

W
H
Y

● CEN-CLC Guide 32 지침은 단계별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상 독자인 표준개발 전문가들에게 1) 기

후변화 영향이 제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도록 하고, 2) 제품에 대한 기후변화의 새로운 영향
을 표준 조항에 통합하도록 하며, 3) 의사결정 모형(decision tree)이나 정보 출처 또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
한 표준 조항 작성 지침을 사용하거나,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표준 조
항을 작성하도록 하여, 4) 변화되는 기후에 맞는 표준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표준임
● CEN-CLC Guide 32 지침은 이를 위해서,

- ‘전과정 사고(life cycle thinking), 리스크(risk) 기반 접근, 기후변화 및 심각한 날씨현상 고려, 제품설계,
제품이 사용되는 시스템 등을 고려
- 그리고 제품 전과정, 원료물질 취득(acquisition), 생산(production), 서비스 제공(service provision),
사용(use), 폐기(end-of-life) 및 수송(transportation) 등을 고려
- 연관성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relevance) 및 decision tree를 제시하여, 표준개발자가 개발하는 표준과
기후변화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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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동향
KS I 1001(온실가스 용어 및 정의)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온실가스 관련 표준을 KS로의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온실가스 인증기반 구축마련을 위한 KS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 측정관련 시험방법 표준개발 또한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
으로 표준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

온실가스 관련 국제표준화 현황(제정완료)
표준번호
KS I 1001
KS I ISO/TR 14069

표준명
온실가스 용어 및 정의
온실가스 ―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 ― KS Q ISO
14064-1 활용을 위한 지침

KS I ISO 14065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KS Q ISO 14064-1

온실가스 ― 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KS Q ISO 14064-2

온실가스 ― 제2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KS Q ISO 14064-3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선언데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온실가스 관련 국제표준화 현황(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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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팀 및 검증 심사팀에 관한 적격성 요
구사항

Ⅵ

시사점 및 대응방안

기후변화 적응 분야 표준화 동향

시사점
국가 차원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필요
●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50년까지의 장기 목표 부재
●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가의 비전을 반영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아국은 주요국 중 ’30년 BAU 대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

대응방안
온실가스 측정 및 감축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KS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기반 구축
● 온실가스 분석을 위한 시험분석 표준 개발 필요
* 측정표준: 탄소자원화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표준, SF6 농도 시험 절차 등

●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KS 기준 마련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온실가스 검증 심사팀 자격 요건 등

기후변화 대응(CCM) 및 기후변화 적응(CCA)과 관련한 국제표준 역량 강화
●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UNFCCC 등 국제사회에 관련 국가적 책임 이행의 실적으로 제시 필요
● 온실가스와 관련된 ISO/TC207/SC7에 참여할 전문가 육성 필요

국제수준 기후변화 적응(CCA) 모니터링 및 평가(M&E)기관을 육성하고 우리기업이 국제기금
으로 발주되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검토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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