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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법론 및 BOOKLET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
CDM은 해당 국가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추진
되는 CDM 프로젝트 활동의 CER(감축량)을 인증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랑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방법론은 5가지로 분류된
다.
· 대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 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 대규모 조림 및 재조림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 탄소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방법론은 종종 방법론적 도구(Tool)로 지칭되며 예를 
들면 특정한 배출원으로 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
산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활동의 특정한 측면을 다
룬다. 

Booklet의 목적
Booklet은 CDM방법론의 간결한 요약본과 방법론
적 도구(Tool)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Booklet
은 CDM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Booklet
은  CDM 사업 개발자가 그들의 CDM 프로젝트 
활동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Booklet의 일반적인 목적은 CDM 방법론에 
대한 인식 높이고자 하는 집행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Booklet의 이용
Booklet은 CDM에 관심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특별히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미 가지고 있고, 실행할 의도가 있는 잠재적인 
CDM 프로젝트 개발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Booklet은 
잠재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론에 대한 초기 선택을 용
이하게 해준다. 하지만, Booklet은 각 방법론의 상세

한 요소의 세부 가이드나 승인된 방법론의 대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개발자는 UNFCCC 웹
사이트에 있는 이용 가능한 원본 방법론 반드시 참고
해야 한다.

이번 Booklet 5판에서는 2013년 11월(EB 75까지) 
현재까지의 방법론과 방법론적 도구(Tool)의 실질적인 
현황을 반영 하였다. 그러나 방법론과 방법론적 도구
(Tool)의 변화에 따라, Booklet의 사용자는 EB75 이
후의 집행위원회의 회의 보고서를 참고하며, 차후의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

Booklet의 내용
각 방법론이 한 장 분량의 요약본을 통해 제시되며 다
음과 같은 정보들이 제공된다. 
·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프로젝트(들);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의 유형(들);
· 방법론의 적용을 위한 중요한 조건들(방법론 적용성);
· 모니터링 혹은 확인이 필요한 핵심 변수;
· 베이스라인 및 프로젝트 시나리오의 시각적 설명.
각각의 방법론적 도구(Tool)에 대한 간단한 텍스트 설
명 또한 Booklet에 포함되어 있다.

적절한 방법론을 찾기 위한 방법
1. 온실가스 감축 활동 유형 분류(Categorization)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분야별 범위(scopes)와 유형에 
의해 나누어지며,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발전, 에너지
효율대책, 연료 및 원료 전환, 온실가스 폐기, 온실가
스 배출 회피와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통해 
방법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들의 프로젝트 활동
에서 실행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알고 있는 프로젝
트 개발자는 그들에게 적절한 방법론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적용된 기술 유형/수단에 의한 분류 
방법론을 분류하는 두 번째 방법은 프로젝트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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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기술에 중점을 둔다. 기술유형에 따른 분류는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한다면, 적용
되는 기술과 유사한 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찾은 후 요약된 시트
를 통해 사용자들은 UNFCCC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
가능한 방법론 전체 문서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UNFCCC에 기재된 기존의 CDM사업에 적용된 방법론 
정보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적용가능한 승인된 방법론이 없다면, 새로운 방
법론을 제안하거나, 승인된 방법론의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이 승인된 방법론
과 상당히 다른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신규방
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승인된 방법론
이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 활
동이 승인된 방법론에 넓은 의미에서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방법론에 대한 개정이 적절하다. 승인된 방
법론이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될 수 있지만, 프로젝트 
특정 상황에 따라 승인된 방법론에서의 작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된 방법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
한 요청이 고려될 수 있다. 
승인된 방법론이 절차상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경우, 
해명을 요청 할 수 있다,

CDM 프로젝트 사이클
일단 CDM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승인
된 방법론을 선택했다면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그 방법
론을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해 보고, 사업계획서(PDD)
를 준비한다; 이것이 CDM 프로젝트 사이클의 첫 번
째 단계이다.
방법론은 사업계획서의 핵심 요소에 대한 규정을 제공
한다.
- 추가성의 증명;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결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에 대한 예측 혹은 순제거(net removal); 그리고
- 모니터링 계획

CDM 프로젝트 사이클의 단계들별 핵심 참여자들을 
아래에 같다. 

- 프로젝트 설계 (프로젝트 참여자들);
- 국가 승인 (국가 CDM 프로젝트 승인기구);
- 타당성 평가 (CDM 프로젝트 운영기구);
- 등록 (CDM 집행위원회);
- 모니터링 (프로젝트 참여자);
- 검증 (CDM 프로젝트 운영기구);
- 발행 (CDM집행위원회).

유용한 웹 사이트
UNFCCC CDM 웹 사이트 
<https://cdm.unfccc.int>

CDM 방법론, 제안된 새로운 방법론의 제출과 개정 
및 해명 요청
<https://cdm.unfccc.int/projects/methodologies/index.html>

CDM 프로젝트 사이클
<https://cdm.unfccc.int/Projects/diagram.html>

CDM 프로젝트 활동
<https://cdm.unfccc.int/projects/index.html>

CDM 종합계획
<https://cdm.unfccc.int/programmeOfActivities/index.html>

CDM 분야별 Scopes
<https://cdm.unfccc.int/DOE/scopes.html>

CDM 표준화한 베이스라인
<https://cdm.unfccc.int/methodologies/standard_base/index.html>

UNEP CDM 파이프라인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https://cdmpipe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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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한 방법론 검색 – 2가지 분류 접근법

Booklet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방법론을 분류한다
.
첫 번째 접근 방법 – 방법론 분류표 - UNFCCC에 의해 정
의된 분야별 scope에 기반을 두었다. (보기<http://cdm. 
unfccc.int/DOE/scopes.html>). 이 표는 방법론을 일반적
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별로 나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
술 선택을 아직 못한 프로젝트 개발자 또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유형에 관심 있는 CDM 이해당사자들에게 유용할 것
이다.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승인된 모든 방법론을 특정기술
(technology) 부문으로 분류되는 기술의 발전 역사에 따
라 구조화한 것이다. 이 방법론 분류법은 그들의 프로젝
트를 위해 적용되는 특정 기술을 이미 결정한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적절하다. 

1.2. 온실가스 감축 활동 유형에 의한  분류 
    (방법론 분류 테이블)
방법론 분야별 Scope과 더불어 이 테이블에서 방법론
들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유형에 따라 방법론이 분류
된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발전, 에너지효
율대책, 연료전환, 온실가스 폐기, 온실가스 배출 회피
와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로 분류될 수 있다.
분야별 scopes 1~3 (에너지 부문 - 생산, 공급과 소
비)은 다음에 따라 분류된다;

· 전기생산과 공급;
· 산업을 위한 에너지;
· 수송을 위한 에너지(연료);
· 가정 및 건물을 위한 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 더 높은 온실가스 집약적 생산물의 대체:

ⅰ. 신재생 에너지;
ⅱ. 저탄소 전기.

· 에너지 효율;
· 연료 및 원료 전환. 
분야별 Scopes 4~15(다른 분야들) 온실가스 감축 활
동에 따라 분류된다. 

· 더 높은 온실가스 집약적 생산품의 대체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
· 온실가스 폐기
· 온실가스 배출 회피
· 연료 전환
·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

온실가스 감축 활동 유형에 대한 설명
온실가스 집약적 생산품의 대체
이 카테고리는 더 높은 온실가스 집약적 생산품의 소
비가 프로젝트의 생산품으로 대체되는 프로젝트 활동
을 지칭한다. 이 카테고리는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온실가스 집약적 생산품
이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되어 정의된다.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저탄소에너지 생산 프로젝
트도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다른 많은 방법론들 또
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따라 
이 카테고리에 할당(Allocated) 된다.  
예시 : 
· 폐 에너지 회수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더 높은 온

실가스 집약적 전력(more-GHG-intens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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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었던 사람에게 공급

· 신재생에너지 혹은 저탄소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력
을 생산하고 한계배출계수(combined margin 
emission factor)가 0보다 큰 그리드로 송전 그리
고/또는 프로젝트 활동 부재 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력을 사용하는 수혜자에게 송전 

신재생에너지

이 카테고리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포함
한다.

예시 : 

· 수력발전
· 풍력발전
· 태양 조리기구
· 바이오매스 보일러

저탄소 발전
이 카테고리는 주로 천연가스와 같이 저탄소 집약적인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필드 전력 생산이 포함된
다. 프로젝트 실행 이전에는 프로젝트 지역에 발전소
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연료전
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에, 적용된 기술은 에너지
효율 수단과는 구별되는 가능한 최선의 기술(BAT)이 
아닐 수 있다. 전형적인 저탄소 발전 프로젝트는 그린 
필드 천연가스 파워플랜트의 건설이다. 또한 적용가능
한 그리드 확장 혹은 연계로 인해 배출량이 감소하는 
프로젝트들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카테고리는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목적을 둔 모든 수단들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해, 특정의 산출물 혹은 서비스는 더 적은 
에너지 소비를 하게된다. 폐기물 에너지 회수 또한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예시 : 
· 단일 사이클에서 복합 사이클 가스화력 발전소로 전환 
· 더 효율적인 증기 터빈의 설치
· 고효율 냉장고 혹은 컴팩트한 형광 램프 사용
· 배기(Flue)가스의 폐열회수
· 생산공정에서 폐가스의 회수와 사용

연료 또는 원료 전환
 

전반적으로, 이 카테고리의 연료 전환 기술은 탄소 집
약적인 화석연료를 저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로 대체 
하는 것이다. 다만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바이오
매스로의 전환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원료 전
환의 경우,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적용된다.
예시 : 
·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
·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에서 재생에너지의 이산화탄

소로 원료 전환
· 온실가스 배출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원료 사용
· 온실가스 배출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냉매 사용
· 에너지 집약적인 클링커 생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

키기 위해 시멘트 혼합
온실가스 폐기
이 카테고리에서는 온실가스 폐기를 목표로 한 활동들
을 다룬다. 많은 사례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포집 또는 회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
스 폐기는 온실가스의 연소 혹은 촉매 변환에 의해 이
루어진다.
예시 : 
· 메탄 연소(예를 들면, 바이오가스 또는 매립가스)
· 촉매를 통한 아산화질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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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회피
이 카테고리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의 감소 혹은 회피가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된
다. 

예시 :
 
· 바이오매스의 혐기성 부패 회피
· 비료 사용의 감소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
모든 A/R 활동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식물의 광합
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바이오
매스의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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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소규모 및 대규모 조림 및 재조림을 위한 방법론 
여성과 어린이의 생활을 직접적인 향상시키는 방법론

Table Ⅵ-1.    에너지 분야에서 방법론 세분화
부문별 범위 유형 전력생산 및 공급 산업 에너지 수송에너지(연료) 가정 및 건물 에너지

재생에너지1 에너지산업
(재생/비 재생 자원)

더 높은 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출물의 대체

저탄소 전력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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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Ⅵ-1.    에너지 분야에서 방법론 분류
부문별 범위 유형 전력생산 및 공급 산업 에너지 수송에너지(연료) 가정 및 건물 에너지
1 에너지 산업
(재생/비 재생 자원) 연료/원료 전환

2 에너지 분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연료/원료 전환

3 에너지 수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연료/원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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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Ⅵ-2.     다른 분야에서 방법론 분류

부문별 범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제거

온실가스 
배출 회피

연료/원료 
전환

흡수원에 의
한 온실가스 
제거

더 높은 온실
가스 집약적
산출물의 대체

4 제조 산업

5 화학공업

6 건설
7 수송

8 광산/광물 생산

9 금속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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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Ⅵ-2.     다른 분야에서 방법론 분류

부문별 범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제거

온실가스 
배출 방지

연료/공급원
료 전환

흡수원에 의
한 온실가스 
제거

집약적인 온
실가스 산출
물의 대체

10 연료로부터 탈루
성 배출(고체, 석유 및 
가스)

11 할로겐화탄소와 
육불화황의 생산과 소
비로부터 탈루성 배출

12 용매 사용
13 
폐기물 취급과 처리

14 토지사용, 토지
사용변화 및 산림

15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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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용된 기술 유형/수단에 의한 분류
     (방법론 Family Tree)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법론의 독특한 발전 단계가 존재해 왔으며 하
나의 방법론이 촉매 반응과 같이 다른 방법론 개발에 기여할 때 방법
론의 “Families“가 나타났다.1)
아래 그림은 방법론의 Families를 트리형태로 보여준다. 그들은 다
음과 같이 디자인 된다. 각각의 방법론은 고유의 식별번호를 보여주
는 상자로 표시된다. 동일한 Families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론
은 유사한 기술이나 수단을 다룬다. 

대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소규모 및 대규모 조림 및 재조림을 위한 방법론 
여성과 어린이의 생활을 직접적인 향상시키는 방법론

Table Ⅶ-1.     신재생 전력를 위한 방법론

바이오매스 전력

그리드 전력

오프 그리드 전력/
고립된 그리드
(offgrid electricity/isolated grid)

향상된 발전

단독사용 전력
(captive pow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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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2.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방법론(열 및 역학에너지)

신재생 열에너지

신재생 역학에너지

Table Ⅶ-3.     효율적인 또는 저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 발전소에 대한 방법론

열병합 및 삼중열병합 발전

신축 - 가스

신축 - 연료 전지

신축 - 석탄

저탄소 전력

에너지 효율

Table Ⅶ-4.     연료전환에 대한 방법론

석탄/석유에서 가스 

다른 종류의 저탄소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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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5.     바이오연료에 대한 방법론
식물성 오일

바이오디젤

바이오 CNG

Table Ⅶ-6.     산업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방법론
스팀 시스템

물 펌프

폐가스/ 에너지 회수

금속

보일러

냉각장치

가마

지역 난방

조명

농업

다른/다양한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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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7.     가정과 빌딩 에너지 효율에 대한 방법론
요리 스토브

물 펌프

정수기

절수

냉장고/냉각장치

조명

전체 건물

다른/다양한 기술들

Table Ⅶ-8.     가스소각(gas flaring) 및 가스누출 감소를 위한 방법론
석유생산

압축기 및 분배 시스템

파이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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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9.     원료 전환에 대한 방법론
시멘트

시멘트 혼합

무기질

제지

금속

플라스틱

다른 산업들

사용의 회피/감소

Table Ⅶ-10.     산업용 가스에 대한 방법론
HFC-23

기타 HFC-23

아산화질소, 아디프산

아산화질소, 질산

PFC

SF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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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11.     폐기물관리와 폐수에 대한 방법론
대체 처리 - 퇴비

대체 처리 – 다른 기술들

대체 처리 - 호기성

매립가스

Lagoon과 바이오다이제스터 - 
바이오가스

분뇨 및 유사한 동물 폐기물

호기성 폐수 처리

유기물에 의해 생긴 메탄

Table Ⅶ-12.     수송에 대한 방법론
버스 시스템

대량의 고속 수송 시스템

고속 철도 시스템

에너지 효율

연료 전환

화물 운송

액체 연료의 운송

향상된 운전을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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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13.     기타 방법론
광산 활동으로 부터의 메탄

숯 생산

전력 그리드 연계

효율적인 전송과 분배 

조림과 재조림

농업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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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그램 활동(PoA) 

정의
CDM에서 PoA는 어떤 정책/수단 또는 명시된 목표를 
조정하고 실행하는 민간 혹은 공공단체에 의한 자발적 
감축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다량의 CPA(구성요소 프로
젝트 활동) 통해,  PoA의 부재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
는 배출량 감축 혹은 순제거(net removal)를 유발한다.
CPA는 지정된 지역내에서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순제거
(net removal)를 이끌기 위한 단일 수단, 혹은 PoA 
산하의 상호 연관된 일련의 사업들이다. 
PoA는 위원회에 의해 등록되어진 “엄브렐러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 등록된 PoA의 PoA-DD에서 지정한 
자격 기준을 준수하는 개별 CPA는 이 “엄브렐러” 아래
에 포함될 수 있으며, 탄소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내기
위해 실제적으로 배출량 감소 혹은 순제거(net 
removal)를 한다. 

혜택
일반적인 CDM 프로젝트 활동과 비교하였을 때 PoA는 
특히 미개발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다. 등록된 PoA 산하에 개별 CPA를 포함하는 과정
은 상당히 단순하고, 일반 프로젝트 활동의 등록과 비
교할 때 낮은 비용이 든다.
PoA의 주된 혜택 : 
· 거래비용, 투자 위험 및 개별 CPA 참가자에 대한 불

확실성이 감소된다.
· PoA는 지정된 CME에 의해 관리된다. CME는 

CDM과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CDM 과정에서 개별 프로젝트 개발자의 직접참여가 
필요하지 않다.

· 일반적인 프로젝트 활동으로서는 경쟁력이 없을 수 
있는 더 작은 프로젝트 활동까지 CDM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된다.

· 대량의 CPA가 더 나중 단계에서 추가 가능하기 때문
에, PoA 등록 이후에 배출량 감축이 지속적으로 확
대 될 수 있다. 

· 높은 공익성이 있는 기술들, 예를 들면, 가정 관련 
기술들이 PoA에 의해 지원된다.

· 특정 지역의 정책 목표는 PoA를 통한 탄소금융에 접
근하여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변수 값의 모니터링/검증 샘플링 방식을 이용함
으로써 집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등록 후 포함된 각각의 CPA의 등록비 지불 마감일은 
없다. 등록비는 PoA 등록에서 제출한 “실제사례” 
CPA의 예측되는 평균 배출량 감소 또는 순제거(net 
removal)를 기반으로 한다.

CDM 파이프라인의 PoA
이번 버전의 Booklet 준비기간 동안, CDM 파이프라인
에서 일반 프로젝트 활동 보다 더 높은 비율의 PoAs를 
가지고 있는 일부 분야가 있었다. 에너지 효율 수요 측
면(Scope3 부문), 폐기물(Scope13 부문), 태양에너지
(Scope1 부문)이다. 더욱이, 등록된 PoAs 중, 몇 가지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
어 아래와 같다

· ACM0002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의 그리드 연계 전력 생산
· AMS-I.C. 
  전력 유무에 관계없이 열에너지 생산
· AMS-I.D. 
  그리드에 연계된 신재생 전력 생산
· AMS-II.G 
  비 신재생 바이오매스의 열 응용 프로그램의 에너지 효율 수단
· AMS-II.J. 
  효율적인 전구 기술에 대한 수요 측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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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준화된 베이스라인

개념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은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그룹이 
배출량 감소와 제거의 계산을 그리고/또는 CDM 프로
젝트 활동의 추가성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
립한 기준이다. 

다음 요소들이 승인되고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에 의해 
표준화 될 수 있다:

(a) 추가성(Additionality) 그리고/또는
(b) 베이스라인(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그리고/또는 베이

스라인 배출.

승인된  표준화 베이스라인
ASB0001 남아프리카 전력 풀에 대한 그리그 배출계수
ASB0002 우간다의 숯 부문의 연료 전환, 기술 전환과 메탄제거

만약 국가 혹은 지역에서 실행된다면 표준화된 베이스
라인은 특정한 조건하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배출 감소 활동의 이름을 포함하는 포
짓티브 리스트(positive list)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료/원료/기술의 실행과 같은 배출 감축 활동이 
특정크기의 시설에서 혹은 빈티지(vintage)에서  이루
어진다). 또한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은 베이스라인 배출
량(예를 들면 그리드 배출계수)을 추정할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혜택

표준화된 베이스라인 사용은 잠재적으로 다음을 가능하
게 한다
 
· 거래가격을 감소 시킨다.
· 투명성, 객관성, 예측가능성을 향상 시킨다.
· 특히 소수의 사업 유형과 지역에 관해서 CDM에 대

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환경적인 정의(Environmental integrity)를 보장하면

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을 증진시킨다.
· 측정, 보고, 검증을 단순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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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억제된 수요를 다루는 방법론

개념
CDM에서 억제된 수요는 “미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인 배출이 해당 당사자의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현재 수
준 이상으로 오르리라고 전망되는 시나리오”라고 정의
된다. 

억제된 수요의 개념은 CDM 프로젝트 활동 시행 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한 전등, 난
방, 물 공급, 폐기물 처리와 교통과 같이 측정단위가 오
직 수량 단위로 고려될 수 있는 곳에서 상황을 고려하
기 위해 일부 CDM 방법론에 포함된다.

억제된 수요는 저소득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
기 위한 기술/인프라 또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
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은 해당
국가가 경제를 개발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원 개선
을 향상시키고 기술/인프라를 늘려감에 따라 미래에는 
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CDM 프로젝트 활동 시작에 앞서, 가정들은 
전력 그리드에 대해 접촉 기회가 전혀 없으며, 오직 짧
은 시간동안 이용 가능한 소수의 등유램프를 가지고 있
었으며 단지 촛불을 사용한다. 또는 가정들은 수질개선
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소량의 물을 직접 끓여서 
사용하였다. 

수요억제(Suppressed Demand)를 다루는 방법론

CDM 방법론들 안에 억제된 수요에 대한 개념이 최소
서비스 단계를 명시하는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을 위
한 방법론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에 물 섭취량은 수질정화의 방법론인 
AM0086의 물 공급량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방
법론 AMS-Ⅰ.A.와 AMS-Ⅰ.L.에서 억제된 수요는 억
제된 수요 상황으로 인해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높
은 배출 기술(High emission technologies, ex. 등유
램프)을 위한 기본배출계수를 적용한 것으로 계산되었
다.  ACM0022 방법론에서는 낮은 깊이의 매립을 위
한 디폴트 배출계수가 폐기물 수집과 폐기 시스템이 부
재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만약에 억제된 수요가 포
함되지 않았을 경우, 베이스라인 배출량이 극히 소량이
기 때문에 CDM하에 프로젝트 활동이 발급되는 소량의 
CER로 인해 매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억제된 수요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론은 요약시트의 오
른쪽 상단에 “억제된 수요”라는 특정 아이콘으로 표기
되어있다. 

혜택
억제된 수요의 고려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CDM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만들어 준다. 
또 다른 혜택으로 CDM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는 거래
가격의 감소이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에 매개변수 
값을 설정하기 위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은 억제된 수요 
이슈를 다루는 CDM 방법론이 조명에 사용되는 등유의 
양과 같이 특정한 서비스 수준을 위한 대표 디폴트값이 
포함되어 있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AM0086 안전한 식수를 위한 제로에너지(Zero energy) 정수기 설치
ACM0022 대체 폐기물 처리 공정
AMS-I.A. 사용자에 의한 발전
AMS-I.L. 농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화(Electrification)
AMS-II.R.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기준
AMS-III.F. 퇴비화를 통한 메탄 배출의 회피
AMS-III.AR. LED/CFL 조명 시스템으로 화석 연료 기반 조명을 대체
AMS-III.AR. 낮은 온실가스 배출로 안전한 식수 생산 시스템
AMS-III.BB. 새로운 미니그리드의 건설 및 확장그리드를 통해 지역사회의 전화(Elec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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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여성과 어린이에게 혜택이 있는 방법론

CDM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혹은 온실가스 제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CDM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들은, 따라서, 모든 인간의 
삶의 질을 직·간접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 Booklet에서 강조해왔던 것이 일부 방법론은 프로
젝트 활동에 의해 여성과 어린이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
로 향상시킬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여성과 어린이”라는 특정의 아이콘
으로 요약시트의 오른쪽 상단에 표기되어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가진 것으로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경제적인 가구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 증가시키
기(예를 들어, 전구 및 냉장고)

· 일반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을 
최적화하는 것(예를 들어, 연료목재 수집, 요리, 물 
수집)

· 여성과 어린이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예를 들
어, 더 좋은 대기의 질, 난방, 조명); 또는

·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배우고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이용하게 하는 것.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경우에는, 이 아이콘 
또한 새로운 지역의 창출된 직장에 여성이 채용된 
프로젝트 활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아이콘으로 표시(Labelled)되지 않은 방법론들이라
도 여성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CDM 웹 사이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게시물 “CDM
과 여성”은 일부 여성 친화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더 많
은 강조를 하였고 프로젝트 개발자로 하여금 프로젝트
를 계획할 때 CDM이 여성의 삶에 권한을 부여하고 삶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고려하게끔 장려하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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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법론 요약시트의 개요

방법론 요약시트는 대규모와 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
동뿐만 아니라 대규모와 소규모 A/R CDM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방법론 요약시트는 아래와 
같은 섹션을 가지고 있다.

방법론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들이 설명되어
있다. 실제 사례들이 특정 방법론의 목적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유형
이것은 방법론 분류표에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유형을 나타낸다(1.2에 해당함). 이러한 연료전환 혹은 
에너지효율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형으로 간단하
게 설명되었다.

적용가능한 방법론의 중요 조건들
방법론들은 특정 조건하에서만 적용가능하며 가장 적절
한 조건은 이 섹션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조
건이 나열 될 수 없었으며, 각 방법론들의 전체 본문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 혹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요한 변수들
프로젝트 활동의 배출량 감축분 또는 순제거량(net 
removal)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활동이 적합
하다고 승인되었을 때 시작단계에서 분명한 변수들이 
확정되어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활동의 운영 기간 동안 
여러 변수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
므로 이 섹션은 “타당성평가 과정” 변수와 “모니터링 
과정” 변수로 나뉜다. 게다가 몇몇의 방법론은 적용가
능성의 조건이 일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조건
들과 변수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시나리오의 시각화
Booklet의 중요한 특징은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시나
리오를 설명하기 위해 아이콘으로 만든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이어그램은 독자들로 하
여금 방법론의 범위(scope)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사업 활동의 부재시(absence 
of the project activity)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
표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는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으
로 인해 달성된 상황을 나타낸다. 복잡한 시나리오는 
단순화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화된 다이어그램은 배출량 감소 결과 또는 순제거
와 같은 주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이어그램
은 전체 방법론 원문을 참조해야 한다.

Booklet에 사용되는 아이콘의 목록은 2장에 제시되어
있다. 다이어그램의 일부 예시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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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의 예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전체 집약도(intensity)는 굵은 색으로 
묘사된다.

프로젝트 활동에서 감소, 감축된 집약도(intensity)는 옆은 색으로 
묘사된다.

회피 및 교체는 아이콘에 “X”자로 표시되어있다.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사용된다.
사업 활동과정에서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 대신에 저탄소 집약적
인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저효율적인 기술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사용된다.
고효율적인 기술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사용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활동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프로젝트 활동으로 더 적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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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의 예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상에서의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나
타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회피된
다.

전력은 그리드와 연계된 발전소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단독 파워
플랜트(captive power plant)에서 생산된다.

바이오매스는 부폐되거나 제어되지 않는 방식으로 연소된다.

프로젝트 경계는 CDM 프로젝트 활동에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공헌
하는 프로젝트 참여자 통제하에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을 포함 
한다. 다이어그램의 단순화로 인해 프로젝트 경계의 세부설명은 각  
방법론을 참고해야 한다. 



CDM Methodology Booklet
제2장

아이콘, 약어및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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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ooklet에 사용된 아이콘
화석연료
연소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고형, 액체, 기체 / ex). 천연가스, 연료 
오일, 석탄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
연소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탄소 집약
적인 화석연료 / ex). 연료 오일, 석탄
저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
연소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저탄소 집
약적인 화석연료 / ex).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신재생 바이오
매스를 뜻한다. 바이오매스의 종류로 잔류
물, 식물 오일, 목재가 포함된다.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의 고정
광합성과정을 통해 대기의 바이오매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킨다.
물
모든 (종류의) 물 ex). 식수, 폐수
오일
화석을 기반으로 하는 오일 ex). 원유
가스
모든 (종류의) 가연성 가스 ex). 천연가스, 
메탄, 매립가스
에너지
모든 (종류의) 에너지. 다른 종류의 에너지
를 묘사하는 경우는 이 아이콘을 사용한
다. ex). 전기, 열, 스팀, 역학에너지
전력

열
모든 종류의 열에너지 ex). 스팀, 뜨거운 
공기, 열수
냉각

역학(기계)에너지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
의) 플랜트, 시설, 장비. 이것은 화석 연료 
발전소, 수력발전소, 작은 태양광 발전시스
템과 같은 신재생발전소를 포함한다.
열 발생
열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플랜트, 시설, 장비. 이것은 증기를 생성하
는 화석 연료 보일러, 소각로를 포함하며 
라디에이터, 쿠커, 오븐과 같은 작은 제품
도 포함한다.
에너지생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
의) 플랜트, 시설, 장비. 이 아이콘은 어떠
한 열병합 또는 삼중병합 시스템뿐만아니
라 역학(기계)에너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나
타낸다. 이 아이콘은 또한 전력 및 열 중 
하나가 생산될 경우에도 사용된다.
전기그리드
이 아이콘은 그리드(국가 혹은 지역 그리
드)에 연계되어 전기를 제공하는 모든 발전
소를(화석연료연소)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배전 그리드
이 아이콘은 배전 시스템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며, 현재 생산된 전력이 그리드로 공
급되고 있거나 공급해야만 할 때 또는 만
약 프로젝트 활동이 배전시스템에서 직접
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된다. 
열 분배 시스템
모든 (종류의) 열 분배 시스템 
ex). 스팀 시스템, 지역 난방 시스템
에너지 분배 시스템
모든 (종류의) 에너지 분배 시스템 
ex). 전기 그리드 또는 열 분배 시스템
가스 분배 시스템
모든 (종류의) 가스 분배 시스템 
ex).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
(토지·석유 등의)개발
채굴사업, 석유와 가스 생산과 같은 모든 
(종류의) 개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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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생산에 대한 산출량이 아이콘 캡션에 자세
히 설명될 수 있다. ex). 알루미늄, 철, 시
멘트, 냉장고 
대기

투입물 혹은 산출물
재료의 종류.
ex). 원료,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의 생산
에 사용되는 물질. 이 아이콘은 또한 이산
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공급 원료로 사용
될 때 사용한다.
냉각제

HFC를 포함하는 냉매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석회 또는 벽돌 등 제품

폐기물
모든 (종류의) 폐기물. 기체, 액체, 고체형
태로 존재가능. 특정 물질은 아이콘 캡션
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비료

가축 분뇨

기술

기술의 종류, 장비, 제품

조명
백열전구, 소형 형광 램프와 같은 모든 종
류의 조명기구
냉장고와 냉동기

모든 종류의 냉장고와 냉동기

식수

업그레이드
모든 (종류의) 업그레이드. 기존 장비의 개
선 또는 기존에 덜 발달된 장비를 교체하
기 위한 더 발달된 기술의 적용  ex). 백
열전구를 컴팩트한 형광 램프로 교체. 또
한 농업 활동 공정의 업그레이드에도 적용
연소
제어되지 않는 바이오매스의 연소, 폐가스
의 연소(flaring) 혹은 분기(증기나 가스를 
뿜어 냄-venting)
제어된 연소
가연성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제어된 방식
에서의 모든 연소 및 분해. 또한 이산화탄
소 및 열과 같은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소.
촉매 작용
소량 혹은 존재 않는 지구온난화지수의 물
질로 변환하기 위한 물질(ex. 온실가스)의 
촉매 작용
손실
파이프시스템과 다른 분배 시스템에서 누
출로 인한 모든 종류의 손실
방출
물질의 에너지함량 및 물질을 사용하지 않
는 모든 종류의 물질 및 에너지의 방출. 
폐기

모든 종류의 처리를 나타낸다. ex). 매립

폐기물 처리
폐기물 또는 물질에 관한 모든 (종류의) 
처리를 나타낸다. 
ex). 도시 폐기물로 부터의 RDF 생산
폐수 처리
폐수 및 분뇨에 관한 모든 (종류의) 처리
ex). 오수 처리용 인공 못, 채취장, 호기성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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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배출 
ex).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
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
탄소(PFCs), 육불화황(SF₆). 적용가능할 때, 
특정 온실가스는 아이콘 켑션에 표시된다.
주거 소비자

주거 소비자, ex) 가정

상업 소비자

상업 소비자, ex) 산업 또는 기관 소비자

소비자

주거 또는 상업 소비자

건물

모든 (종류의) 건물

데이터 센터

기차

열차를 기반으로 하는 수송

버스

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수송

트럭

트럭을 기반으로 하는 수송

차량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수송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송

선박
선박 및 바지선을 기반으로 하는 수송
항공기
비행기를 기반으로 하는 수송
황폐화된 토지
황폐화된 토지 
ex) (뿌리가 아닌) 균열 있고 상부에 식생
이 없는 토지. 이 아이콘은 복합적인 것을 
묘사하는 토지 피복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ex). “토지”와 “초지”를 보여줌으로써 “황
폐화된 초지” 표현. 
초지
균열이 없는 땅위의 잔디
습지
습한 토양에 물기있는 토지 
ex). 늪, 이탄(불탄화 석탄=토탄)
관목 그리고/또는 단일 나무 식생
비산림 목본류 식생: 균열 없이 “고형“상
태의  지상에 관목과 단일 나무 
조림/재조림 지역
소규모의 조림/재조림 지역
정착 토지
거주지 내(공원, 잔디 등) 또는 인프라를 
따라서(도로, 전력망, 철도, 수로 등) 존재
하는 정착 토지 
사구 및 불모지
식생없는 사구 또는 불모지
농지
고형 토지 위 작물이 있는 토지. 또한 산
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식물서식지
오염된 토지화학적으로 오염된 토지(ex.광산폐기물 오
염) 또는 천연적으로 황폐한 토지(ex. 천연
적으로 염분 또는 알칼리성을 나타나는 토
지). 특정 유형이 아이콘 켑션에 보여진다. 적용 토지
재료(ex. 슬러지)가 토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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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및 파종
재배, 파종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조림/
재조림 프로젝트 활동
파종

모든 (종류의) 파종

수확

수확 활동

연료재 수집

전체 나무 수확이 아닌 땔감나무 수집

숯 생산

숯 생산 활동

가축

가축 활동

가축 방목

초원 및 기타 다른 토지에 방목된 가축 

농업 활동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산

여성과 어린이
이들 방법론을 사용한 프로젝트 활동들은 
여성과 어린이의 삶을 직접적으로 향상시
킬 특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억제된 수요

억제된 수요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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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ooklet에 사용된 약어
% 백분율
℃ 섭씨
A/R 조림/재조림
ACM 승인된 통합방법론
AL 알루미늄
AM 승인된 방법론
AMS 소규모 사업 활동에 대하여 승인된 방법론
AOR 암모니아 산화 반응기
Board CDM 집행위원회(=EB)
BRT 간선 급행버스 체계
BSG 기준 표본
CACO₃ 탄산칼슘
CCHP 삼중병합플랜트(냉각, 난방, 그리고 전력

의 연합 생산) 
CDD 냉방 도일
CDM 청정개발체제
CDR 이산화탄소 복원
CER 감축크래딧(CDM에 의한)
C F ₃ C F ₂
C(0)CF(CF₃)₂ CF₃CF₂C(0)CF(CF₃)₂
CFC 염화불화탄소
CFL 소형 형광전구
CH₄ 메탄
CHP 열병합발전
CM 결합이익률
CNG 압축 천연가스
CO₂ 이산화탄소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G 코크스로 가스
COP 성적계수
CWPB Centre Worked Pre-Baked
DC 직접 냉각
DME 디메틸에테르
DMI 건조 물질 흡입, 건물채식량
DOE CDM 사업 운영기구
DOM 죽은 유기 물질
DRI 직접환원철
DSS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DWW 탈수 폐수
FF 서리 제로
GHG 온실가스
GIEE 가스 절연 전기 장비
GIS 지리 정보 시스템
GWh GW/h
GWP 지구온난화지수
HDD 난방온난화지수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HFC 수소불화탄소
HPO(process) Hydroylamin-Phosphat-Oxim (process)

HRSG 배열회수보일러
HSS Horizontal Stud Soederberg
IAI 국제 알루미늄 협회
ICL 백열등
IEC 국제 전자위원회
IG 중간 기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SO 국제표준화기구
kg 킬로그램
km 킬로미터
kV 킬로볼트
kt 킬로톤
LCD 액정표시기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FG 매립지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LSC 대규모
m 미터
m² 미터제곱
m³ 미터세제곱
MgCO₃ 탄산마그네슘
MRG 메탄 리치 가스
MSW 도시고형폐기물
MW 메가와트
N₂O 아산화질소
ODP 오존층 파괴 가능성
PDD 사업계획서
PFC 과불화탄소
PFPB Point Feeder Pre-Baked
PoA 프로그램 사업
PoA-DD 프로그램 사업 계획서
PSG 프로젝트 샘플 그룹
P-U 전원 전압
PUF 우레탄폼
PV 광발전의
RDF 폐기물고형연료
RHF 회전상로
SB 안정된 바이오매스
SF₆ 육불화황
SiMn 규소 망간
SO₂ 이산화황
SOC 토양 유기 탄소
SSC 소규모
SWDS 고형 폐기물 처리 부지(매립지)
SWPB Side Worked Pre-Baked
TG 테일 가스
VAM 공기 중의 메탄
VSS Vertical Stud Soederberg
W 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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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어
일반적인 용어사전
이 Booklet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있다. 더 많은 정의가 CDM 용어
집에 제시되어 있다. 특정 방법론의 상세한 용어는 전
체 방법론의 정의 섹션을 참조하기 바란다. A/R 방법
론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는 아래와 같다.

추가/추가성
(Additional/Additionality)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CPA의 부재시의 수
준 이하로 줄이기 위한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CPA의 효과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CPA가 추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CDM 규칙 및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신규)조림
(Afforestation)

심기, 파종, 그리고/또는 인위적인 천연 종자 자원의 향상을 통해 적어도 
50년동안 산림이 아닌 토지를 산림토지로 직접적인 인위적 전환을 말한다.

용량 추가
(Capacity addition)

용량 추가는 기존 파워플랜트/유닛 옆에 새로운 파워플랜트를 건설하거나 
기존 파워플랜트/유닛에 추가하여 새로운 파워 유닛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발전소에 구축되어 있는 전력 생산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파워
플랜트는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된 후에도 계속해서 운전된다. 

용량 증대(Capacity increase) 원래 디자인과 비교해서 향상된 장비의 설치로 인해 디자인 용량에서 (사소
한) 증대된다. 

단독 생산
(captive generation)

단독 생산(captive generation)은 전력그리드가 아닌 소비자(들) 또는 다수
의 소비자들에게만 전기를 공급하는 파워플랜트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Baseline scenario)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CPA의 부재 시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온실가
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시된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CPA를 위한 시나리오

바이오매스(Biomass)
식물, 동물 및 미생물 등에서 발생하는 비-화석과 생분해성 유기물질, 예를 
들면: (a) 바이오매스 잔류물, (b) 산업 및 도시 폐기물의 비-화석과 생분
해성 유기물질, (c) 비-화석과 생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에서 회수되는 기
체 및 액체

비 재생 바이오매스
(Biomass, non-renewable)

신재생 바이오매스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이오매스는 비 재생바이
오매스인 것으로 간주된다.

신재생 바이오매스
(Biomass, renewable)

바이오매스에서 CDM 용어사전에 제시된 다섯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
우 “신재생”이다. 

잔류 바이오매스 
(Biomass, residues)

농업, 임업 및 관련 산업의 부산물, 잔류물, 또는 폐기물로서 식물, 동물, 
미생물에서 발생하는 비-화석과 생분해성 유기 물질

탄소 제거
(Carbon sequestration)

탄소 제거는 대기로부터 탄소를 제거하고 그것을 보관장소에 저장하기 위
한 생물학, 화학, 물리적 공정으로 정의된다. 

열병합발전
(Cogeneration)

열병합발전은 적어도 하나의 열 엔진기관이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과 전력 생산 플랜트이다. 만약 전력, 열, 냉각이 동시에 공급될 경우 열
병합 발전 대신에 삼중병합발전(tri-generation)이 사용된다.

황폐화된 토지
(Degraded land)

토지 황폐화는 장기간에 걸친 생태계 기능과 생산에서의 저하를 말하며 순 
일차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모든 형태의 토지 황폐화는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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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비옥도와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일반적인 영향으로는 저하된 식물의 
성장으로 이는 다시 토양의 보호막의 손실과 토양과 식생의 취약성 증가로 
더 심한 황폐화를 야기한다.(ex. 침식)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배출계수는 특정 공정, 연료, 장비 및 배출원에 의해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 평균 양의 측정값을 배출계수라고 한다.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은 단위 전력 당 제공된 서비스의 향상, 즉, 투입되는 전력 1 
MW당 인력, 일, 전기, 열, 빛(연료)의 유닛 출력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 
활동들이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활동들이다.

공급 원료
(Feedstock)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기체, 액체 또는 고체가 가능)
화석연료
(Fossil fuel)

묻혀서 죽은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와 같은 천연 자원에 의해 형성된 연료 
(예,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린필드
(Greenfield)

그린필드 활동들은 예전에 시설이 없던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는 것
을 나타낸다. ex) 예전에 전력생산활동이 없던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
설하는 것.

온실가스
(Greenhouse gas)

특정 방법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의  Annex A에 열
거되어 있는 온실가스를 지칭한다.

그리드
(Grid)

그리드 혹은 전기 시스템은 공급자가 소비자로 송신하기 위한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그리드는 송신 및 배전 라인을 통해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
는 모든 발전소를 포함한다.

산업용 가스
(Industrial gases)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화학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화학적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도 온실가스의 한 종류인 이 그룹에 포
함된다. 

농업과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으로, 직접적인 인위적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를 포함한다.

누출
(Leakage)

프로젝트 경계 외부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의 
순 변화량으로 해당되는 측정 가능한 CDM 프로젝트 활동 혹은 PoA에 기
인한다. 

저탄소발전
(Low-carbon electricity)

베이스라인보다 저-온실가스-집약적인 연료로 생산되는 전기(예를 들어, 베
이스라인에서 석탄과 프로젝트에서의 천연가스)

메리트 오더
(merit order)

생산에 대한 단기한계비용에 대해 오름차순을 통해 사용 가능한 발전소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낮은 한계비용을 지닌 
발전소가 수요 충족을 위해 첫 번째 순위로 오고 가장 높은 한계비용을 지
닌 발전소들은 가장 마지막의 순위에 놓이게 된다. 

프로젝트 경계
(Project boundary)

CDM 규칙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결정되는 CDM 프로젝트 활동이나 CPA에 
합리적으로 기여하는 참가자들의 관리 아래 배출원에 의한 중요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재조림
(Reforestation)

심기, 파종, 그리고/또는 인위적인 천연 종자 자원의 향상을 통해 산림 토
지였으나 비 산림토지로 전환된 토지의 산림 토지로의 직접적인 인위적 전
환을 의미 한다.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햇빛, 바람, 비, 파도, 지열과 같은 천연자원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에 대하여 
재생(자연적으로 보충)에너지라는 표현을 쓴다.

개조
(Retrofit)

부품 및 장비의 수명에 대한 EB의 지침에 따라 원조 제조 또는 시설의 설
치 이후 이용가능하게 개발되고 만들어진 새롭고, 향상되고 또는 더 효율이 
높은 부품과 장비를 사용하여 이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산업, 
상업, 주거시설, 자동차, 에너지 변환시스템 등을 개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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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방법론의 용어사전

부문별 범위
(Sectoral scope)

온실가스 배출원 부문 또는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PoAs에 적용되는 
활동의 그룹별 분류. 교토의정서 Annex A에 기반한 부문과 배출원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PoA는 하나 이상의 부문에 
속한다. 부문별 범위는 DOE의 인증을 위해 사용된다. 부문별 범위, 관련된 
방법론, 그리고 DOE에 대한 전체 리스트는 
http://cdm.unfccc.int/DOE/scopes.html 에서 확인 가능하다.

폐기물 에너지
(Waste energy)

현재 폐기되는 것으로 유용한 에너지를 제공할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계 
및 산업 공정으로 부터의 가스/열/압력 부산물. 예를 들어, 대기 중으로 연
소(flared)되거나 배출(released)되는 가스 또는 회수되지 않는(그래서 버
려지는) 열과 압력

지상 바이오매스
(Above-ground biomass)

줄기, 그루터기, 나뭇가지, 나무껍질, 씨앗, 단풍 뿐만 아니라 초본 식생을 
포함하여 땅 위의 모든 생물 바이오매스를 지칭한다.

추가/추가성
(Additional/Additionality)

A/R CDM 프로젝트 활동과 CPA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경
계내에서의 카본 풀에서 카본 저장의 변화의 총합 이상으로 흡수원에 의해 
실제 순 온실가스제거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의 A/R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CPA의 영향. A/R의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CPA가 추가성이 있는
지 없는지는 CDM 규칙과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혼농임업
(Agroforestry) 동일 토지 위에 나무와 농업/원예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것

상대성장 바이오매스 방정식
(Allometric biomass equations)

측정된 나무의 변수를 기반으로 바이오매스를 계산하는 회귀 방정식. ex) 
지상에 위치한 나무 바이오매스와 흉고(breast height)의 직경과 특정 수
종의 나무 높이의 사의의 관계를 정량화한 것.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Baseline scenario)

A/R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CPA 부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경계 내의 탄소풀에서 탄소저장고 에서의 변화의 합을 합리적으로 나타내
는 A/R CDM 프로젝트 활동과 CPA의 시나리오.

지하 바이오매스
(Below-ground biomass)

모든 살아있는 뿌리의 바이오매스. 직경이 2mm보다 작은 미세 뿌리는 경
험상 토양유기물이나 쓰레기와 종종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제외된
다.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Biomass expansion factor)

임분재적(stand volume)에 총 임분(판매 가능한)바이오매스(stand 
biomass)의 비율(ex, 숲 수익률 목록에서 파생)

역재(죽은 목재)
(Deadwood)

쓰레기를 포함하지 않고 바닥 혹은 토지에 누워있거나 서있는 죽은 목질의 
바이오매스. 죽은 나무에는 표면에 누워있는 나무, 죽은 뿌리와 10cm 직경
이상 혹은 국가에 의해 사용되는 다른 직경의 그루터기(stump)가 포함된
다. 

황폐화된 토지
(Degraded land)

토지황폐화는 생태계 기능과 생산성에서의 장기적인 저하를 가리키며 순 
일차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모든 형태의 토지 황폐화는 토양 비옥도
와 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한다. 일반적인 효과는 식물성장을 감소시키고 이
것은 토양 보호 피복의 손실을 가져오고 더 심한 황폐화(ex.침식)로 갈수 
있는 토양과 식생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산림
(Forest)

최소 0.05~1.0ha의 토지 면적에  잠재적으로 현장에서 성장시 최소 수고 
2~5m로 성장할 나무가 수관울폐도가 10~3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다
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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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러 층의 나무와 관목이 높은 비율의 토지를 덮고 있는 폐쇄된 산림 
또는 개방된 산림;
(b) 아직 수관울폐도 10~30%와 수고 2~5m로 성장 하지 못한 어린 임분
과 식림지(plantation); 
(c) 수확(harvesting)과 같은 인간의 간섭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시
적으로 무입목 산림(unstocked forest) 상태로 있으며 산림으로 복귀가 예
측되는 보통 산림면적을 형성하는 지역.
숲의 정의가 아래 해당사항에 충족할 때 각 당사국에 적용된다;
(a) Annex 1 당사국은 Annex의 결정문 16/CMP.1.의 16 단락에서 규정
한 바대로 단일 최소 수관울폐율(tree crown cover)값이 10~30% 사이이
고, 단일 최소 토지 면적이 0.05~1ha 사이이고, 단일 최소 수고가 2~5m
의 값을 선택할 경우; 
(b) non-Annex 1 당사국은 Annex의 결정문 5/CMP.1.의 8 단락에서 규
정한 바대로 단일 최소 수관울폐율(tree crown cover)값이 10~30% 사이
이고, 단일 최소 토지 면적이 0.05~1ha 사이이고, 단일 최소 수고가 
2~5m의 값을 선택할 경우.

수확(Harvesting)
목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숲으로 부터 나무를 절단하고 제거
하는 것을 의미. 지속가능한 산림에서는 수확 이후에 나무 심기 또는 숲의 
자연적인 재생이 이루어진다.

누출
(Leakage)

적용된 A/R CDM 프로젝트 활동 또는 PoA의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장고의 탄소보존량의 감소 혹은 배출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
가로 적용된 A/R CDM 프로젝트 활동 및 PoA로 기인된 것으로 측정 할 
수 있다. 

쓰레기
(Litter)

국가에 의해 선택된 최소 직경(ex. 10cm) 보다 작은 직경을 가진 누워 죽
은 또는 무기 및 유기토양 위에 다양한 분해의 상태에 모든 비생물 바이오
매스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쓰레기(litter), fumic 및 부식층을 포함한다. 쓰
레기 안에 살아있는 잔뿌리(제시된 지하의 바이오매스의 한계 직경보다 작
은)들은 경험 상 구별하기 어렵다.

비 산림 목질 식생
(Non-forest 
woody vegetation)

숲 정의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목질 식생. ex) 단일 나무와 관목

프로젝트 경계
(Project boundary)

CDM 규칙 및 요구사항 따라 결정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통제 하에 있는 
A/R CDM 프로젝트 활동과 CPA의 지리적 설명

혼목임업
(Silvopastoral activities=grazing forest)

산림 토지내에 가축을 방목하여 나무와 사료 및 가축을 생산하는 것을 통
합하는 것

토양 유기 탄소
(Soil organic carbon)

국가와 시간에 흐름에 의해 선택된 미네랄과 유기토양은 유기탄소 포함한
다. 살아있는 잔뿌리(지하의 바이오매스 보다 작은)들은 토양 유기물에 포
함되나 경험 상 구별하기는 어렵다.

간벌
(Thinning)

임분 밀도(stand density)와 임분 내 나무들 사이의 경쟁을 감소시키고자 
나무를 선택적으로 벌목하는 것

습지
(Wetland) 토양이 영구적이거나 계절적으로 수분이 포화된 상태의 토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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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개요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CER 
발급량을 확정짓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
법론에는 다음의 주요 섹션들이 포함되어있다. 

·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의;
· 방법론의 적용성에 대한 설명;
· 프로젝트 경계에 대한 설명;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절차;
· 추가성을 증명하고 접근하는 절차;
· 배출권을 산정하는 절차;
·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설명.

표준(방법론적 도구(tools), 절차, 그리고 가이드라인과 
같은 프로젝트 개발자들을 위한 심층 안내는 다른 
CDM 규정 문서에서 이용가능하다. (CDM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대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은 모든 
CDM 프로젝트 활동에 사용가능하며, 반면에 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은 특정 한도내의 프로젝트 활동
에 적용 가능하다. 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의 기
준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Type 1 : 15MW(또는 이와 동급의 용량)의 최대 
출력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동

· Type 2 : 60GWh/y의 최대 출력(또는 이와 동급
의 용량)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에너
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에너지 효율 개
선 프로젝트 활동

· Type 3 : 60ktCO₂-eq/y와 같거나 더 적은 배출
량 감소의 결과가 있는 다른 프로젝트 
활동들

 특정 제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소규모 방법
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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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Tool)들

방법론적 도구(Tool)는 포괄적인 모듈로써 특정조건
(CDM 프로젝트 활동의 추가성)을 확정하거나 배출량
을 산정하기(전기소비에서의 배출량) 위해서 대규모와 
소규모 방법론에서 참고 할 수 있다. 만약 방법론이 
확실한 방법론적 도구(Tool)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방
법론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다. 현재까지 방법
론적 도구(Tool)들에 대한 목록과 요약은 아래에서 확
인 가능하다. 이러한 도구(Tool)들은 CD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R 방법론에 적용되는 도구(Tool)들이 섹션 4.2에서 
설명된다. 

추가성의 입증과 평가를 위한 도구(Tool)

도구(Tool)는 CDM 프로젝트 활동의 추가성에 대한 
입증과 평가에 대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
들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 Step 1 :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대안의 식별;
· Step 2 : 투자 분석;
· Step 3 : 장벽(장애물) 분석; 그리고
· Step 4 : 일반 관행분석.

도구(Tool)는 많은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식별 및 추가성 입증을 위해 결
합된 도구(Tool)

이 도구(Tool)는 CDM 프로젝트 활동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동시에 추가성 입증을 위해 다음
과 같은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추가성의 입

증과 평가를 위한 도구(Tool)”와 유사하지만 다른 순
서로 아래 4단계의 기반을 두고 있다. 

· Step 1 : 대안 시나리오의 식별;
· Step 2 : 장벽(장애물) 분석;
· Step 3 : 투자 분석(해당된다면);
· Step 4 : 일반적인 관행 분석.

 프로젝트 활동이 그 종류에 있어 첫 번째라면 Step 
4는 필요하지 않다. 도구(Tool)는 많은 방법론을 필요
로 한다.

프로젝트 및 화석연료 연소의 CO₂ 누출을 산정하는 
도구(Tool)

이 도구(Tool)는 프로젝트 그리고/또는 화석연료 연소
의 CO₂ 누출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연소된 
연료의 양과 특성을 기반으로 화석연료 연소의 CO₂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 도구(Tool)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도구(Tool)는 프로젝트 시나리오 혹은 누
출이 화석연료 연소와 관련 있을 때마다 방법론에 의
해 요구된다.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이 도구(Tool)는 고형폐기물처리부지에서 폐기물의 
메탄 배출량을 산정하는 도구(Tool)이다. 배출감축량은 
1차 부패 모델(first order decay model)로 계산된
다. 이 도구(Tool)는 고형폐기물 처리부지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든 그러지 못하든 양자 모두의 경우에서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그리고 누출 배출을 산정하는데 
적용 할 수 있다. 이 도구(Tool)는 쓰레기매립 방법론
(ACM0001 또는 AMS-Ⅲ.G.), 대체폐기물처리 방법
론(ACM0022 또는 AMS-Ⅲ.F.)과 바이오매스 방법론
(ACM0006 또는 AMS-Ⅲ.E.)들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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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로 부터의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누출량 산정
을 위한 도구(Tool)

이 도구(Tool)는 전기소비와 관련된 베이스라인, 프로
젝트 그리고/또는 배출을 추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그리고/또는 베이스라인 시나리
오에서 보조전기가 소비될 때 방법론에 의해서 이 도
구가 필요할 것이다.

소각(flaring)에서의 프로젝트 배출

 이 도구(Tool)는 메탄이 가장 높은 농도로 구성된 잔
류가스의 소각(flaring)로 부터 프로젝트 배출량을 산
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메탄의 불완전한 소각
(flaring)에 의해 또는 심지어 소각(flare)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메탄의 배출은 프로젝트 시나리오에서 발생
할 수 있다. 소각 효율(flaring efficiency)의 결정에 
의해 이러한 영향이 계산에 반영된다. 

전기시스템에 대한 배출계수를 산정하는 도구(Tool)

 이 방법론적 도구(Tool)는 전기시스템의 배출계수인 
“통합 마진(combined margin)” 산정함으로써, 전기
시스템내의 발전소에 의해 생성된 전기의 CO₂ 배출
계수를 결정한다. 통합된 마진은 전기시스템의 2가지 
배출계수인 “운영 마진(operating margin)”과 “건설 
마진(build margin)”의 가중평균의 결과치이다. 운영 
마진(operating margin)은 열발전소들과 그리드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모든 발전소의 배출계수를 의미한다. 
건설 마진(build margin)은 근래에 건설된 발전소 집
단의 배출계수를 의미한다. 전기 소비 또는 생산이 프
로젝트 시나리오 혹은 베이스라인 및 누출과 관련 있
을 경우 이 도구(Tool)가 필요하다. 이 방법론적 도구
(Tool)는 배전계통 발전방법론과 특히 관련이 있다. 

기체 스트림(Gaseous Stream)내의 온실가스의 질량
유량을 결정하는 도구(Tool)

이 도구(Tool)는 (a) 가스스트림의 총 부피 또는 질량
유량과 (b) 가스스트림내 가스의 체적분율의 측정치를 
기반으로 가스스트림(gas stream)의 온실가스의 질량
유량(mass flow)을 결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건조
기준 혹은 습식기준으로 체적유량, 질량유량, 그리고 
체적분율이 측정될 수 있다. 

열 또는 전기에너지생산시스템의 베이스라인 효율성을 
결정하는 도구(Tool)
 
이 도구(Tool)는 베이스라인 배출량 추정의 목적을 위
해 발전소 또는 산업용 보일러와 같은 에너지생산시스
템의 베이스라인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
를 설명한다. 이 도구(Tool)는 기존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활동의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이 도구(Tool)는 시스템의 베이스라인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제공한다: a)
부하-효율성 함수는 시스템의 운영부하의 함수로서 효
율성을 형성하는 것 또는 b) 효율성은 보수적인 상수
로 결정된다.

장비의 잔존 수명을 결정하는 도구(Tool)

 이 도구(Tool)는 베이스라인 또는 프로젝트 장비의 
잔존 수명을 경정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도구(Tool)의 
적용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활동으로 기존 장비를 개
조하거나 기존 장비의 교체와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 도구(Tool)하에서의 정책과 규제(ex. 
환경규제)로 인한 장비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필
요 서비스(ex. 증가된 에너지수요)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본래/현재의 베이스라인의 유효성 평가와 인증기간의 
연장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의 업데이트

  이 도구(Tool)는 지속적인 베이스라인의 유효성을 



42

평가하고 인증기간의 갱신을 업데이트 하는 절차를 제
공한다. 이 도구(Tool)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베이스라인이 여전히 다음 인증기
간에 유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현재 베이스라인이 추후 인증기간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베이스라인을 갱신
(update)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도구(Tool)는 인증기간의 갱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가능하다. 

수송(화물)에서의 프로젝트와 누출 배출량

 이 도구(Tool)는 화물의 도로수송에서의 프로젝트 그
리고/또는 누출 CO₂배출량을 추정하는 절차를 제공
한다. 두 가지 옵션은 이러한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제공된다: 

· 옵션 A(Option A) : 연료소비를 모니터링; 또는
· 옵션 B(Option B) : 보수적인 기본값(default 
                     values)을 사용

 이 도구(Tool) 또한 철도화물 운송에서 프로젝트 그
리고/또는 누출 CO₂배출량을 추정하는 기본 보수적
인 배출계수를 제공한다.

 이 도구(Tool)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프로젝트 활
동과 운송이 주된 프로젝트 활동이 아닌 경우 프로젝
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퇴비에서의 프로젝트와 누출 배출량

 이 도구(Tool)는 퇴비와 공동퇴비에서 프로젝트와 누
출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도구(Tool)는 퇴비화 공정
에서의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배출량, 퇴비공장을 운영
하기 위한 에너지 요구사항, 폐-유거수(Run-off 
Wastewater) 처리, 그리고 퇴비 제품의 최종 사용과 
관련된 누출배출량 설명한다. 옵션으로 모니터링 매개

변수값 또는 보수적 기본값(default values)을 기반으
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도구(Tool)에 주어져있다.

혐기성 소화조에서의 프로젝트와 누출 배출량

이 방법론적 도구(Tool)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혐기성 
소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누출 배출량을 산정하는 절
차를 제공한다. 이 도구(Tool)는 비축된 고형폐기물처
리부지 혹은 비-탄산화된 늪(오수처리용 인공 못)에서
와 같은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가 되는 경우는 다른 시
스템에 적용 할 수 없다. ACM0022와 같은 폐기물 
관리 방법론에 특히 적합하다.

화석연료사용에 관련하여 업스트림(Upstream) 누출 
배출량

 이 방법론적 도구(Tool)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업스트림(Upstream) 누출 배출량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화석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업스트림
(Upstream)배출량은 탈루배출, 화석연료의 연소, 전기
의 소비이다. 이 도구(Tool)에 적용되는 화석연료는 
천연가스, 석유 또는 석탄과 같은 기반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도구(Tool)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베이
스라인 시나리오 혹은 누출배출량에서 화석연료 소비
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도구(Tool)
는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2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 옵션 A(Option A) : 화석연료의 다른 유형에 대한 
간단한 기본 배출 계수(default emission factor)를 
제공한다.
· 옵션 B(Option B) : 각각의 업스트림 배출 단계에 
대한 배출량에 따른 배출계수의 계산

바이오매스의 재배에서의 프로젝트 배출량

 이 도구(Tool)는 바이오매스의 재배에서 프로젝트 배
출량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이 도구(Tool)는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CDM 프로젝트 
활동의 전용 농장(plantation)에서 바이오매스의 재배



43

로 인한 프로젝트 배출량의 추정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도구(Tool)는 이러한 배출량의 상대적 신뢰도를 
가지고 추정 할 수 있는 토지로 토지의 유형이 제한된
다. 따라서 이 도구(Tool)에서 습지와 유기 토양은 제
외된다.



CDM Methodology Booklet
제3장

3.3 대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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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01  HFC-23 폐수 스트림의 분해
프로젝트 유형 HFC-22 생산 시 형성된 HFC-23를 포집하고 분해하는 프로젝트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GHG 파괴.

HFC-23 배출의 파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 부지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HCFC-22 반응유닛(unit)이 2000년 1

월 1일과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소 3년 이상의 운전 기록이 있고, 2005년
부터 프로젝트 활동 시행 전까지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    HFC-23 분해 그리고 해당되는 HFC-23의 어떠한 임시 저장은 프로젝트 활동 사이
트에서만 발생한다.(즉, 외부전송은 발생하지 않음);

·    생산된 총 HFC-23의 양의 분해를 요구하는 규제는 없다; 
·    HFC-23의 분해 시설이 프로젝트 사업 활동 시행 전에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특정 HCFC-22 생산라인에서의 HCFC-22의 연평균 생산 수준에 대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의 운영 기간;
·   HCFC-22 반응 유닛(unit)으로 공급되는 불화수소와 프로젝트 활동 실행 수년전에 

HFC-23 폐기물 발생 속도를 결정하는 불소 및 탄소 수지가 요구되는 특정 생산 라인으
로부터 생성된 HCFC-22에 함유된 탄소 및 불소의 양. 

모니터링:
·   특정 모니터링 기간은 특정 HCFC-22 생산라인에서의 부산물로 생산된 HFC-23의 양.
·   크레딧 발행에 등록 할 수 있고 특정 모니터링 기간에 HFC-23 분해 시설(들)의 입

구에 공급되는 HCFC-22 생산라인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HFC-23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HCFC-22 생산으로부터 발생
된 HFC-23가 대기 중에 방
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HCFC-22 생산으로부터 배출
된 HFC-23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분해 시설에서 분해
되고 그 결과로 CO2가 배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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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07 계절적 운영을 하는 바이오매스 열병합 플랜트를 위한 최소비용 연료 
선정의 분석

프로젝트 유형 계절적 모드로 운영되고 바이오매스(예를 들어 슈거 공장의 경우, 사탕수수)가 
생산되지 않는 오프시즌 동안에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그리드에 연계된 신재
생 바이오매스 열병합 플랜트정비와 연료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사용하는 고-집약적-온실가스(more-GHG-intensive) 전력생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제안된 프로젝트는 에너지 목적을 위해 현재 사용되지 않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바이오매스 수송과 다른 식물에 대한 바이오매스 크라우딩 아웃에 따른 누출;
·   사용가능한 최소비용 연료(통상적 화석연료)의 이용에 기초한 열병합 플랜트

의 베이스라인 배출계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전력;
·   프로젝트에 사용된 바이오매스의 양;
·   프로젝트의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프로젝트 부재 상황에서 전력
은 최저비용 연료(통상적 화
석연료)로 생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력생산을 위한 신재생 바이
오매스 사용으로 화석연료 사
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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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09  소각(flared) 혹은 배출(vented)되는 유정가스 회수와 활용
프로젝트 유형

기존에 소각되고 배출되었던 유정과 관련된 가스(가스리프트 가스)를 회수하고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전환.
유정에 관련된 가스 그리고/또는 가스를 가스리프트(gas-lift; 가스를 유전 속에 넣어 액
체를 퍼 올리는 방법)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천연가스, 건조가스, LPG, 응축액과 같은 다
른 화석연료의 사용을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회수된 가스는 오일을 생산하거나 운영하는 유정과 오일 생산 시 회수 간에 

나타난다;
·   추출된 원유의 양 혹은 질의 증가와 같은 원유 생산 공정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   회수된 가스는 현장에서 사용 된다; 또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처리 없이 공급되거나 

탄화수소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플랜트로의 이송된다. (예를 들어, 건조가스, 액화석유
가스 및 응축액). 건조 가스는 배관으로 공급 된다;

·   원유저수지와 생산시스템에 주입된 가스만 가스리프트 시스템에 허용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사용 전과 전처리 후에 측정된 총 회수가스 양과 순발열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유정으로 부터의 관련 가스는 
소각되거나 배출되고 비-연
관 가스가 다른 가스정(gas 
wells)으로부터 추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유정으로 부터의 관련 가스는 
회수되고 활용되며  비-연관 
가스가 다른 가스정(gas 
wells)에서 추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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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14   천연가스 기반 패키지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 유형 기존 소비 시설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천연가스 연료기반 열병합 발전소의 건

설과 운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연료 절약. 더 적은 카본 집적 연료의 선택적 사용.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열병합발전소가 (소비 시설로) 공급하는 시설의 전기 와 열 필요량
이 프로젝트 부재시에는 분리된 시스템에서 생산되었다;

·   열병합발전기로 부터의 여분의 전기는 그리드로 공급되지 않는다;
·   열병합발전기로 부터의 여분의 열은 다른 소비 시설의 사용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기존열 발전유닛에 의해 열 공급으로 인한 연료 소비;
·   그리드 또는 기존의 전력만 생산하는 유닛에 의한 전기 생산;
·   그리드 또는 기존 전력만 생산하는 유닛의 배출계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열병합발전소에 의한 천연가스 소비; 
·   프로젝트 열병합발전소에 의해 소비 시설로 공급되는 전기; 
·   프로젝트 열병합발전소에 의해 소비시설로 공급되는 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시설의 전기 수요가 전력만을 
생산하는 유닛 또는 그리드와 
열만 생산하는 유닛의 열을 통
해 충족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소비 시설은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공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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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17  스팀트랩 교체와 냉각수 회수에 의한 스팀시스템 효율 향상
프로젝트 유형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팀 분배, 최종 사용, 그리고 냉각수 회수의 최

적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과 이에 따른 배출량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서 스팀이 발생 된다;

·   스팀 트랩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또는 냉각수의 회수는 관행적이지 않으며, 
각 국가 규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실시된다.

·   스팀트랩에 대한 조건과 냉각수 회수에 대한 데이터를 적어도 다른 5개의 
유사한 공장에서 얻을 수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스팀트랩 불량률과 해당공장과 다른 유사 공장들에서의 냉각수 회수.
모니터링:
·   스팀과 냉각수 유량, 온도, 압력;
·   보일러 효율;
·   프로젝트의 전기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낮은 효율을 가진 스팀시스템
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보
일러에서 화석연료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효율이 향상된 스팀시스템에 
필요한 스팀이 적게 필요함에 
따라 보일러에 더 적은 화석
연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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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18  스팀 최적화 시스템을 위한 베이스라인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효율적인 스팀의 사용을 통해 생산 공정에서 스팀소비와 스팀발생을 감소시킨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과 이에 따른 배출량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열 시스템에이 공급하는 공정은 균일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생산 부피는 정

상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일정하다;
·   열병합 발전시스템에 있어 보일러에서의 스팀발생을 절약하는 스팀의 양에 

의해 감소 되며;
·   만약 절약한 스팀이 더 사용되면, 응축수가 되고 온실가스배출이 증가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공정의 제품
·   스팀, 급수, 블로우 다운 수량, 온도, 압력; 
·   보일러 효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높은 스팀소비를 하는 공정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보일러
에서 화석연료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효율이 향상된 공정에 필요한 
스팀이 적게 요구됨에 따라 
보일러에 더 적은 화석연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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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19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를 제외한, 그리드에 공급 또는 자가사용하는 
단독(one single) 화석연료 연소 발전 플랜트 전기생산 부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대체

프로젝트 유형 특정한 화석연료 플랜트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대체하는 바람, 지열, 물, 파동 그리고/또는
조력 프로젝트와 같은 탄소제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기 생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온실가스-집적 전기 생산을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으로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는 등록 불가하다;
·   확정된 베이스라인 플랜트는 크레딧 발행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가능한 에너지의 수

요증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   과거 3개년데이터가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계산을 위해 요구된다;
·   저수지의 수력발전 플랜트는 4W/m2보다 큰 전력밀도가 요구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파워플랜트의 탄소배출계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그리드에 공급된 전기의 양;
·   만약 프로젝트가 지열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면, 생산된 스팀으로부터 비응축성 가스의 

방출에 따른 CO2와 CH4의 탈루배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특정한 화석연료 플랜트가 그
리드로 공급되는 전기를 생산
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신재생에너지 플랜트가 부분
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화석연
료 발전플랜트에서 생산된 전
기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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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20  물 펌핑 효율 향상을 위한 베이스라인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기술적인 손실을 줄이고 누수를 줄이며 펌프 시스템/들(방식/들)의 에너지 향상

을 위한 조치를 통해 물 펌프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리드 
전력 절감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더 많은 에너지 효율 기술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대상 펌프시스템은 그리드 전력으로 작동된다;
·   향상을 도모할 곳에서 어떠한 성능과 관련된 계약이나 정책이 없다;
·   개발된 새로운 시스템/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과거 펌프시스템을 완전

히 대체한다. 하지만 이 방법론은 과거 시스템/들의 운전 용량까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된다. 

·   이 방법론은 전체 시스템/들이 현존하는 용량을 늘이기 위해 설치되는 프로
젝트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상황에서의 공급되는 물과 전력 소비
모니터링:
·   그리드 배출 요인;
·   프로젝트에 의해 공급되는 물의 부피;
·   시스템 경계 내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비효율적인 펌프시스템으로부
터 물의 운반

프로젝트 시나리오
펌프시스템에서 손실과 누수
를 줄이고(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낮은 에너지 
수요를 가진 펌프시스템으로
부터 물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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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21  기존의 아디프산 생산 공장에서 N20분해를 위한 베이스라인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기존 아디프산 생산 공장에서 촉매 혹은 열적 N2O 분해 시설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분해.

배출되는 N2O 촉매에 의한 혹은 열적 분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아디프산 공장은 적어도 2004년 12월 31일부터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했으며; 

·   N2O 농도와 가스 부피 유량에 대한 실시간 측정을 위해 유럽 규정 14181
이 준수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가장 최근 3년동안의 아디프산 최대 생산량.
모니터링:
·   아디프산 생산;
·   질산의 소비;
·   분해시설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N2O 농도;
·   분해시설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가스유량 부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아디프산이 생산되는 동안 대
기로 N2O 가 방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촉매에 의해 또는 열에 의한 
분해공정에서 N2O가 분해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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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23 정유 시설내 가스 생산, 처리, 전송, 저장과 분배시스템에서의 누출   
감지와 수리

프로젝트 유형
천연가스생산, 처리, 운송, 저장, 분배시스템 및 정유시설에서내 지상 공정 장비
에서의 천연가스(NG)와 정유가스(RG) 누출의 식별과 수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형성 방지.

메탄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운송과 분배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누출의 식별과 수리를 위한 시스템이 자
리 잡고 있지 않다; 

·   누출을 식별하고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은 보수의 영구성을 보장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누출 유량;
·   유량에서의 메탄 농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메탄이 천연가스의 전송 분배 
시스템에서 누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천연가스 전송 시스템에서의 
메탄 누출이 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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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26
장점 순서 기반으로 한 분배 그리드(merit order based dispatch 
grid)를 가진 칠레 또는 다른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되는 
계통연계형 온실가스 무배출 전기생산을 위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그리드로 전기를 공급하고 물, 바람, 태양, 지열, 파력, 조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전기 용량 부가(신규 설치를 통하거나 또는 기존 파워플랜트의 개조를 통
해) 부가되는 전기용량은 칠레 상호 연계 그리드로 연결되거나 이와 유사한 장점 순
서기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 그리드에 연결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수단에 의해 그리드로 제공될 수 있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발전소는 칠레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고 칠레 전기 공급 규정을 법적으
로 준수하거나 이 방법론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기 생산과 분배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어야한다;

·   저수시설을 가진 새로운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전력 밀도가 4W/m2이상이어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
·   한계비용에 기반을 둔 장점 순서(merit order)를 위한 시간마다의 데이터;
·   프로젝트로서 같은 그리드에 연결된 발전소의 운전 데이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력이 고-집약적-온실가스
인 전력 원을 사용하여 그리
드에 제공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거나 기
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개조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
을 증가시키고 고-집약적-온
실가스 수단에 의해 그리도로 
공급될 수도 있는 전기를 대
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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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27 무기화합물의 생산 시 재생에너지원에서의 이산화탄소에 의한 광물 및 
화석에서의 이산화탄소 대체 

프로젝트 유형 무기물 제조를 위한 공정에서 광물이나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대신에 바이오매
스가 이산화탄소의 재생원으로 사용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화석연료나 광물로부터 발생하는 CO2를 신재생원으로 발생하는 CO2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재생원으로부터 이미 생산된 CO2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인

해 전환되지 않는다;
·   베이스라인에서의 무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나 광물원으로부터 

생긴 CO2는 오로지 유일한 생산품이 CO2인 생산 공정으로 나오고 프로젝트 
시나리오에서 대기로 배출되지 않는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CO2 생산 공정
은 어떠한 에너지 부산물도 생산하지 않는다;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원 CO2를 준비하는데 부가적인 상당량의 에너지  
양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생산되는 무기물의 양;
·   무기물의 카본 함량과 분자량;
·   무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비재생과 재생 CO2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석연료 또는 광물원이 무기
물 생산을 위한 CO2의 공급
원이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CO2의 재생원이 무기물 생산
을 위한 CO2의 공급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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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28  카프로락탐 생산공장의 테일가스에서의 N2O 파괴 

프로젝트 유형 카프로락탐 생산공장의 테일가스에서의 배출되는 N20를 파괴하기 위한 촉매환원 
단위공정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배출되는 N20를 촉매반응을 이용해 분해시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카프로락탐 공장은 적어도 2005년 12월 31일에는 상업 생산을 시작했어야 하며;

·   카프로락탐 공장은 래쉬(Raschig)또는 HPOⓇ 공정들로 제한되었다; 
·   유럽 규정 14181 또는 동등 수준의 기준이 실시간 N2O 농도와 가스부피 

유량을 측정하는데 준수되어야 한다;
·   방법론이 N2O의 열적 그리고 촉매에 의한 분해를 허용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공장의 정상적인 운전 조건들(산화 온도와 압력, AOR에 암모니아가스유량, 

그리고 암모니아 산화촉매제의 구성)
모니터링:
·   카프로락탐의 생산;
·   분해시설의 입구 및 출구에서의 가스유량;
·   분해시설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N2O 농도;
·   공장의 정상적인 운전 조건에 대한 변수의 업데이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카프로락탐이 생산되는 동안 
N2O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N2O가 테일가스 스트림에 설
치되어 있는 촉매 파괴공정에
서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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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29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계통연계-전력발전소를 위한 베이스라인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전기를 계통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저탄소 전기.
고-탄소-집약적인 수단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그 지역이나 나라에 활용할 천연가스가 충분하다;

·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는 독점적으로 전력그리드에 공급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전력계통의 배출계수로부터 유도된 혹은 프로젝트 부재 시 가장 사용가능성
이 높았던 전력생산 기술의 베이스라인 전기 생산 배출계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발전소의 연료소비;
·   프로젝트 발전소의 전기 생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프로젝트보다 저효율 기술
에 기반으로 천연가스를 연료
로 이용한 전력생산; 
·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화
석연료를 사용한 전력생산;
· 전기 그리드로부터 수전.

프로젝트 시나리오
새로운 천연가스 연료기반 전
력생산 공장에 의한 전기 그
리드로의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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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30 일차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양극완화효과에 의한 과불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프로젝트 유형 일차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양극완화효과(Anode effect mitigation) 방안의 실행
(예를 들어, 제련소 용기의 자동제어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향상시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양극완화효과에 의한 과불화탄소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알루미늄 제련소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상업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   전류 효율, 양극효과와 알루미늄 생산에 대한 최소 3년간의 과거 데이터 있다; 
·   알루미늄 제련소는 바 브레이크와 포인트 공급시스템(PFPB)를 장착한 센트

럴웍프리베이크셀(CWPB) 기술을 사용 한며;
·   알루미늄 제련소가 “과불화탄소 배출량 수준과 관련된 운전 안정성”을 달성

했다면, 제련소 용기에서 단순 전기 전류를 증가를 통해 알루미늄 생산량의 
증가를 허용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알루미늄 제련시설에 의해 생산되는 알루미늄의 양;
·   하루 동안에 셀당 양극효과가 발휘되는 시간(분, minutes).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양극효
과에 의한 과불화탄소 배출량 
완화는 없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양극완
화효과의 방안 실행을 통해서 
과불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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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31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프로젝트에 대한 
베이스라인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도심 승객 전송을 위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의 건설과 운영. 기존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새로운 노선과 경로 추가)의 교체, 확대 및 확장이 허용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온실가스-집적 운송 모드를 저-온실가스-집적 모드로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바이오연료가 사용 되는 경우, 프로젝트 버스는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
는 시내버스와 같은 연료와 함께 혼합한 바이오연료(동일한 바이오연료의 
양)를 사용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수송시스템의 사용자와 관련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얻은 베이스

라인 거리와 전송 모드(mode);
·  다른 종류 전송 모드(프로젝트를 포함하여)의 특정 연료 소비, 객실이용률 그

리고 이동거리;
·  베이스라인(예를 들어, 승객에 대한 수송수단 분담, 차량의 연료사용, 차량의 

최대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모니터링:
·   프로젝트의 운송되는 승객 수;
·   프로젝트의 연료/전기의 총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승객은 혼합교통조건 하에 운
영되는 무동력운송모드, 차
량, 기차, 버스 등 다양한 운
송시스템을 이용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승객은 혼합교통조건 하에 부
분적으로 기존수송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신규 간
선급행버스시스템을 이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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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35  전기그리드에서 SF6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전기그리드에서 SF6의 재활용 그리고/또는 누출감소.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재활용 그리고/또는 누출감소에 의한 SF6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그리드 전체 또는 지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특정 부분에서 실시;

·   그리드로부터 SF6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최소 3년의 데이터가 활용가능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를 위한 SF6 인벤토리에서 순 감소;
·   그리드로 부가되거나 빠져나오는 장비의 네임플레이트 용량

(Nameplate capacity, SF6의 kg).

모니터링:
·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위의 변수에 대한 업데이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 송전과 배전 시스템의 
고장수리 및 유지보수 시 누
출 그리고/또는 미 재활용 
SF6에서 SF6가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 송전과 분배 시스템의 
고장수리 및 유지보수 시 
SF6의 재활용 그리고/또는  
누출감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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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36  열-생산장비에서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잔류물 연료로 전환 
프로젝트 유형 열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매스-잔류물 연료로 전환. 적용 가

능한 활동은 기존 열-생산장비의 개조 및 대체와 새로운 열-생산설비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사용한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열 생산의 교체와 바이오매스-잔류물
의 혐기성분해로 CH4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전력생산 장비가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프로젝트에 생산되는 열은 전

력 생산에만 이용될 수 있고 전체 크레딧 기간에 걸쳐 유지관리 된다;
·   일반적인 바이오매스가 아닌 바이오매스-잔류물만 해당된다. 바이오매스-잔

류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운반과 기계적인 처리를 제외하고 에너지의 양
이 필요해서는 안된다;

·   프로젝트 사이트에 있는 기존의 열-생산장비는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가장 
최신의 3년 동안 어떠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로지 바이오매
스-잔류물(다른 바이오매스 종류가 아닌)만을 사용해왔다;

·   기존설비의 경우, 배출 감소 계산을 위해 3년의 자료가 필요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전환에 따른 누출.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열.
·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잔류

물의 양과 수분함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열이 
생산된다. 바이오매스 잔류물
이 혐기조건에서 부분적으로 
부패되어 CH4를 배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열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사용으로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
출을 방지한다. 바이오매스-
잔류물은 연료로 사용됨에 따
라 부패가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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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37 소각(flare) 또는 배출(vent)의 감소와 유정(oil well)으로 부터의 
가스를 원료로 활용

프로젝트 유형 예전에 소각 혹은 배출되었던 유정 관련 가스를 회수하고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원료로 활용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유정 관련 가스의 소각/배출에 의해 일어났던 온실가스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유정 관련 가스가 프로젝트 시작 전 지난 3년 동안  
데워져 버리든지 배출되었다;

·   프로젝트 수행 하에서는 예전에 소각(혹은 배출했던) 관련 가스가 원료로 사
용되고 가능한 곳에서는 유용한 화학제품(예를 들면, 메탄올, 에틸렌, 암모니
아)을 생산하는데 부분적으로 에너지원 사용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연관 가스에서의 메탄의 질량분율 
·   프로젝트의 최종사용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양
·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연관 가스의 양과 탄소함유량. 예를 들면 최종사용 

시설에 운반 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연관 가스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유정으로부터의 연관 가스가 
소각되거나 배출되고, 화학제
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원료가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유정으로부터의 연관가스가 
회수되고 화학제품을 생산하
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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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38
실리콘 및 페리합금 생산에 사용되는 기존 서브머지 전기 아크로 
(existing submerged electric arc furnace)의 전기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고효율 시스템과 함께 제어 및 주변시스템을 포함하여 기존의 실리콘 및 페리합
금의 생산 용광로의 개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에너지 고효율 기술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그리드에 의해 공급되어 사용된 전기; 

·   원료와 변동성 없는 제품의 품질;
·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산정 가능한 프로젝트의 시행일로부터 적어도 이전 3

년간의 데이터.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될 수 있다).
모니터링:
·   합금의 생산 및 전기, 환원제 및 전극 페이스트(electrode paste)의 소비;
·   환원제 및 전극 페이스트를 위한 프로젝트의 특정 품질 및 배출 계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서브머지 아크로(submerged 
arc furnaces)에서 그리드 
전기의 소비는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연소
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고효율 서브머지 아크로
(more-efficient
submerged arc furnaces)
는 전기를 더 적게 소비하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서부터의 
배출량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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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42 새로 개발된 전용 식재로부터 얻어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계통연계의 
전기 발전(생산)

프로젝트 유형 전용 식재로부터 주로 신재생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 또는 다른 
종류의 바이오매스가 병합되어 사용될 수 있음) 새로운 계통연계 발전 설비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어떠한 전력도 생산되지 않
았다(즉, 프로젝트 플랜트는 프로젝트 사이트에 있는 기존의 전력생산 플랜
트를 교체하거나 기존 플랜트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전용 식재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독점적으로 바이오매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프로젝트의 부분으로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   식재로부터 얻는 바이오매스는 프로젝트 플랜트에서 연소되기 전 화학적으
로 처리되지 않고(예를 들면 바이오매스로부터 알코올을 생산하지 않고) 기
계적으로 처리되거나 건조될 수 있다;

·   방목 또는 식재를 위한 관개는 허용되지 않다;
·   전용식재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프로젝트 시행 전 농업이나 임업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계통연계 배출계수(또한 사후 모니터링 가능)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전기
·   정량적인 양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소비되는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 프로젝트

에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의 순 발열량과 수분함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고-집약적-온실가스인 계통
연계 전력 플랜트에서 생산되
는 전기

프로젝트 시나리오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계
통연계 전력 플랜트에서 생산
되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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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43 폴리에틸렌 파이프와 음극 보호 없이, 오래된 철 및 강철 파이프라인을 교체하여 천연가스 배전-그리드로부터의 누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천연가스 배전-네트워크에서 음극 보호 없는 누출이 있는 철 파이프 또는 강철 

파이프를 폴리에틸렌 파이프로 조기 교체 실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천연가스 수송에서의 누출에서 메탄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30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음극이 보호되지 않은 철 파이프 또는 
강철파이프를 시스템의 패턴 및 공급용량을 변경하지 않고 폴리에틸렌 파이
프로 교체 한다; 

·   교체는 일반적인 수리와 관리의 부분이 아닌 또는 다른 가스 서비스를 위한 
방해, 부족, 또는 전환에 기인한 계획적인 교체;

·   분배시스템은 가스 전송 파이프라인 및 저장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파이프의 길이와 누출의 수(대안: 섹션별 누출율)
모니터링:
·   프로젝트와 절차상의 교체에 의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길이;
·   천연가스에서 메탄의 비율;
·   네트워크 내에서 천연가스의 압력.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천연가스 네트워크에서 메탄
이 누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천연가스 네트워크에서 전혀 
누출이 없거나 소량의 누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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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44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 산업 및 지역난방 분야의 보일러 재활 
또는 교체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기간 동안 보일러의 소유자, 또는 보일러가 설치되는 모든 사이트(site; 
부지) 또는 일부 사이트의 소유주, 또는 모든 프로젝트 보일러를 소유하고 있는 
제3자 등의 프로젝트 참여자에 의해 시행되는 보일러의 재건과 교체를 통해 여
러 곳에서 화석 연료 보일러의 열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더 높은 에너지 효율 기술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하에서 재건되거나 교체되는 보일러들은 잔여 수명이 남아 있어야 
하며;  

·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는 보일러 각각에 대해 단지 한 종류의 연료가 사용되
고,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프로젝트 경계내서 어떠한 연료 전환이 행해지지 
않으며;

·   각각의 보일러의 설치용량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결
정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각 보일러에 소비되는 화석연료의 양, 화석연료의 순발

열량, 화석연료의 배출계수, 산화계수;
·   프로젝트에서 각 보일러의 총 열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효율의 보일러가 여러 곳에
서 운전되고, 다량의 화석연
료를 소비

프로젝트 시나리오
보일러의 효율이 재건 또는 
교체를 통해 향상되고 그 결
과 화석연료 소비와 관련된 
CO2 배출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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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45  절연 전력 시스템의 계통 연계
프로젝트 유형

절연 전력 시스템에 고효율과 저탄소-집약적인 수단에 의해 생산하는 전기를 공
급하기 위한 상호 연결된 그리드의 확장.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고-집약적-온실가스 산출물의 교체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절연 시스템에서의 전기 생산에 기반을 둔 신재생에너지는 대체되지 않고 

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절연 시스템에서의 모든 화석연료 전력 플랜트는 100% 교체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시작 전 절연 시스템의 그리드 배출계수;
·   프로젝트 시작 전(3년의 역사적 데이터 필요) 절연 시스템에 공급되던 전기량.
모니터링:
·   상호 연결된 그리드에 의해 기존 절연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전기량;
·   상호 연결된 그리드의 그리드 배출계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절연 전기 시스템에 저효율을 
가진 기술을 적용하는 화석연
료 기반에서의 전력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상호 연결된 그리드를 절연 
전기 시스템으로 확장함으로
써 절연 그리드에서 화석연료 
전력 플랜트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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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46  가정에 효율적인 전구의 배포
프로젝트 유형 컴팩트한 형광램프가 저렴한 가격에 팔리거나 백열램프를 교체하기 위해 가정에 기부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효율이 낮은 전구를 더 높은 효율을 가진 기술로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가구들이 지리학적으로 한 지역에 있고 전기 그리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 프로젝트 지역 

내에 위치한 가구들에 전구의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CDM 프로젝트가 등록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최대 4개의 형광램프(CFLs)가 각 가구에 배포되거나 팔릴 수 있으며, 이들 형광램프는 고효율
이거나 예전의 백열램프(ICL)와 같거나 낮은 루멘 출력을 가져야 한다;

·   교체된 전구는 최대 정격 전력이 100W를 가져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 문제의 전구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에게 반환하여야한다;

·   전구로부터 소비되는 전기는 베이스라인 샘플 그룹(BSG)과 프로젝트 샘플 그룹(PSG)에서 모
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베이스라인 샘플 그룹(BSG)과 프로젝트 샘플 
그룹(PSG)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사회복권 시스템을 실행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시작 전 그리드의 저전압 부분의 평균 그리드 전압, 분배된 전구의 전력 등급과 빛

의 P-U 특성 곡선이 결정되어야한다;
·   (대안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그리드 배출 계수.
모니터링:
·   베이스라인 샘플 그룹(BSG)과 프로젝트 샘플 그룹(PSG)내 가정에 전구에 소비되는 전기(또는 

전구의 사용시간과 전력 등급);
·   프로젝트 상의 백열전구와 폐기된 전구의 수;
·   그리드에서의 기술적인 배분 손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효율의 전구가 가정에서 사
용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전력 수요가 필요.

프로젝트 시나리오
에너지 고효율을 가진 컴팩트
한 형광램프(CFLs)가 가정에
서 사용되어 전기가 절약되고 
온실가스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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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48 전기와 열을 다수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 유형 다수의 프로젝트 고객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으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전에는 하지 않던 열과 전기의 열병합 발전을 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급;  

·   베이스라인을 예측할 수 있는 최소 3년 동안 과거 데이터;
·   프로젝트에 의해 교체된 장비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지관리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
·   프로젝트의 고객들은 프로젝트 또는 그리드 내가 아닌 외부 공급원으로 부터의 전기와(또

는) 열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연료 소비와 스팀 생산/소비에 대한 과거 데이터
모니터링:
·   전기 배출 계수;
·   프로젝트에서, 자가 발전에서, 그리고 각 프로젝트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전기

의 양;
·   각 프로젝트 소비자,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자가 발전에서 소비되는 열수의 양, 

온도, 스팀과 에너지의 엔탈피와 압력; 
·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기의 양;
·   프로젝트에 의해 소비되는 연료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열과 전기의 분리된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와 열의 병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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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49  산업시설에서 가스에 기반을 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전기 그리고/또는 스팀/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에 산업시설에서 분리

하거나 병합하여 가스에 기반을 둔 에너지 생산 시스템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   에너지 효율.
고-탄소-집약적인 연료를 저탄소-집약적인 연료로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 기존 산업시설은 자체적인 열에너지 그리고 가능한 경

우 전기를 생산했으나, 전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석탄 및 석유가 그 지역 및 국가에 충분히 가용 가능한 천연가스 및 고농도 

메탄가스로 교체 된다;
·   연료 전환 또는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어떠한 규제가 없다;
·   프로젝트가 스팀/열의 품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   전력 그리드로 송출 되는 전기는 있다하더라도 임시로 있으며, 전체 프로젝

트 전력 플랜트에 의해 생산되는 전체 전기의 10%이내이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계통연계 배출계수.
모니터링:
·   전기 생산과 프로젝트 전력 플랜트의 송전;
·   베이스라인의 효율성과 프로젝트 연료 연소 시스템;
·   폐기물 열 생산원의 입구와 출구에서 열매체의 유속, 압력과 온도 ;
·   프로젝트 플랜트에 의한 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석탄과 석유를 사용한 열의 
현장 생산과 그리드로부터의 
수전

프로젝트 시나리오
천연가스 또는 메탄이 풍부한 
가스를 이용한 분리 혹은 열
병합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와/또는 스팀/
열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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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50 통합된 암모니아-요소 제조업(Integrated ammonia-urea)에서 
원료공급(Feed) 전환

프로젝트 유형 전체 제조 설비 내, 선택적으로 시행한 CO₂회수시설과 기존 통합된 암모니아-
요소 제조 설비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존 사용하던 원료인 탄화수소 
원료(ex. 나프타, 중유, 석탄, 갈탄과 코크스)를 천연가스 원료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고-온실가스-집적 원료(나프타, 중유, 석탄, 갈탄과 코크스)를 저-온실가스-집적 
원료(천연가스)로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이 기존용량의 10%이상으로 생산능력의 증가와 생산 공정의  
변화를 주여서는 안 된다;

·   천연가스가 국가와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 할 수 있어야한다;
·   통합 암모니아-요소 제조시설은 프로젝트 시행 전에 적어도 3년간의 운영실

적을 갖고 있다; 
·   프로젝트 활동 이전에, 통합 암모니아-요소 제조 설비에는 천연가스가 사용

되지 않았다.
중요변수 타당성 검토시:

·   가장 최근 3년간 요소 생산;
·   가장 최근 3년간 원료로 사용된 기존의 각 원료의 양;
·   가장 최근 3년간 용광로에서 소비된 연료의 양.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요소 생산;
·   프로젝트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양; 
·   프로젝트의 용광로에서 소비되는 연료량;
·   CO₂회수 플랜트에 의해 사용되는 전기의 양과 CO₂배출계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통합 암모니아-요소 제조 시
설은 지속적으로 기존 탄화수
소 원료로 사용하며, 원료가 
발생시키는 초과 CO2가 요소 
플랜트에서 사용되지 않고 대
기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초과CO₂의 배출량을 감축하
는데 CO₂회수 시행 간에 결
합이 필요 된다면, 통합 암모
니아-요소 제조 설비로 원료
공급이 기존 탄화수소에서 천
연가스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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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52 최적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한 기존 수력발전으로부터 증가된 
전력 발전(생산)

프로젝트 유형 강에서 운전되는 것과 저수형태에 기반을 둔 유형 모두의 기존 수력발전설비/들
의 운전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DSS) 도입을 통한 증가된 연간 전
기 생산량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공급되어 왔던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수류과 전력생산과의 베이스라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최소 3년의 기록된 
데이터가 사용가능해야 한다;  

·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지는 수력발전 공정들이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뛰어 넘
어 크레딧이 발행되는 기간 동안 생산능력과/또는 예측되는 운전 효율수준
에 영향을 주는 업그레이드(예를 들면 운전기 교체)를 거치지 않았고, 예정
사항 또한  없어야 한다;

·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 수류에 영향을 주는 저수지의 크기(예를 들면, 댐 높
이 증가)에 또는 다른 주요한 물리적 시스템 요소(예를 들면, 운하, 방수로) 
주요한 변화가 베이스라인 데이터 기간 동안에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크레
딧이 발행되는 동안에도 없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 계수(또한 사후 모니터링 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시행 이전 연도부터의 전력 다항식 계수(hill diagram)뿐만 아니

라 상류 수위, 방수로의 수직 개방, 출력 등등에 대한 측정데이터 고려.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각 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그리드에 연계된 고-집약적-
온실가스 발전소에 의해 부가
적인 전기가 생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도입으
로 기존의 수력발전 공정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
가 증가하고 그리드에서 고-
집약적-온실가스 전기의 양
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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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53  천연가스 배전 계통에 생물학적 메탄가스 주입
프로젝트 유형 폐수처리 시스템, 동물 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에서 유기물 혐기성 분해에서 생산

되는 바이오가스를 회수하고, 정제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천연가스 분배 계통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배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 방지.
CH4 배출을 방지하고 천연가스 배전 계통을 통해 천연가스 사용으로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이 시행 전에는 바이오가스를 배출되거나 소각되었으며, 프로
젝트 활동이 없이는 계속해서 배출 혹은 소각 되어야하며;  

·   천연가스 배전 계통의 지리적인 경계는 프로젝트 수행되는 나라 내부이어야 
하며;

·   아래 기술 가운데 1개 혹은 여러 개가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 수준으로 질
을 높이는데 사용 되며: 압력 변동 흡착, 물 순환과/없이 부착, 물 순환과/
없이 물로 부착, 막 CO2제거 기술.

중요변수 모니터링:
·   천연가스 배분 계통에 주입되는 업그레이드 된 바이오가스의 양과 순발열량; 
·   바이오가스 생산 원료에서 포획된 바이오가스의 양;
·   바이오가스 생산의 원료에서 바이오가스에 메탄의 농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바이오가스가 배출되거나 소
각되고 천연가스 분배 계통에 
가스저장소에서 추출된 천연
가스가 공급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바이오가스가 회수, 정제, 업
그레이드 되어 천연가스 배분 
계통에 공급되고 가스정으로 
부터의 부가적인 천연가스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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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55  정류소 또는 가스플랜트에서 폐가스의 회수와 활용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활동이 기존 정류시설 또는 가스 플랜트에서 낮은 압력 또는 낮은 발열량에 의

해 특정되어지며 현재는 요소공정(element process) (예를 들면 보일러에 의한 스팀생산  
또는 소각로에 의한 열풍 생산을 목적으로)에서 공정열을 생산을 위한 연소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회수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회수된 폐가스는 정류시설 또는 가스플랜트의 여러 
공정단위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회수되는 폐가스에 의한 열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 하에서 사용되는 정류시설 또는 가스플랜트로 부터의 폐가스는 프로

젝트 활동이 실행되기 전 지난 3년 동안 소각되었어야 한다(배출은 아님);  
·   폐가스 회수 장치는 플레어 헤더 직전(회수되는 가스가 우회되어 흐른다는 가정 없

이)과 그리고 모든 폐가스 생성 장치 후단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   회수되는 폐가스는 같은 정류시설 또는 가스플랜트 내 공정에서 열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 한다;
·   폐가스의 구성, 밀도 그리고 유량이 측정가능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 소각단으로 보내진 과거 연간 평균 폐가스의 양. 

모니터링:
·   소비된 전기를 위한 배출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   회수된 폐가스의 양과 구성(예를 들면, 밀도, LHV) 그리고 정류시설 또는 가스플랜트

내 공정열과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배출계수를 계산에 필요한 데
이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공정열을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 폐가스는 소각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공정열을 생산하기 위해 회수
된 폐가스의 사용. 따라서 화
석연료 사용이 줄고 폐가스는 
더 이상 소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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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56 보일러 교체 또는 보수 그리고 화석연료 스팀 보일러 시스템에서 선택적 연료 전환에 의한 효율향상 
프로젝트 유형 증기 수요가 있는 기존설비에서 기존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완전 교체하거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보일러를 개조; 또는 위에서 설명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모두 실행하는 것과 연료보일러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종류를 전환하
는 것을 조합하는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기술 전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증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보일러는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   국가나 지방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프로젝트 개발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   프로젝트 실행 전후 스팀 품질( 즉, 스팀 압력과 온도)가 같아야 하며;   
·   프로젝트 경계 내에 포함된 모든 보일러에는 오직 한 종류의 화석연료가 사

용 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양;
·   생산된 스팀의 양;
·   생산된 스팀의 온도와 압력.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현재 상황의 지속; 즉, 화석연
료 전환, 보일러 개조의 교체 
없이 기존 보일러의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보일러의 완전한 교체 그리고/
또는 더 높은 효율과 화석연료
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는 기존 
스팀 생산 시스템의 개조(연료 
전환 또한 프로젝트 시나리오
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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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57 펄프와 종이, 카드보드, 섬유보드 또는 바이오오일 생산에서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방지된 배출

프로젝트 유형 농업 폐기물은 최종생산품이 시장의 기존 고품질의 상품과 특성과 품질이 유사
하고 특별한 사용 또는 폐기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설비에서 펄프, 종이, 
카드보드, 섬유보드, 또는 바이오오일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CH4 배출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새로운 생산 설비는 건설 중이며;  
·   폐기물은 메탄을 발생시키는 조건에서는 저장되지 않는다;
·   제품생산은 베이스라인 또는 전기나 화석연료 소비와 연관된 열분해(바이오

오일만 해당)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 부가적인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정과 관련이 없다;

·   만약 바이오매스가 플랜트에 열과 전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연소된다면 바이
오매스 연료는 바이오매스 잔류물로부터 나온다;

·   바이오오일의 경우, 열 분해된 잔류물(숯)은 추후 연소되거나 파생된 에너지
는 그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양;
·   화석연료와 전기 소비;
·   운반 변수-거리, 연료 종류와 하중과 관련된 상세사항;
·   농업 폐기 잔류물-지역에서 생산되고 프로젝트 내부와 외부에서 사용되고 남은 것.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농업 폐기 잔류물이 혐기적으
로 부패되도록 방치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농업 폐기 잔류물이 종이, 펄
프, 카드보드, 섬유보드 또는 
바이오오일 생산을 위한 새로
운 설비에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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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58  새로운 지역에 열 시스템의 도입
프로젝트 유형 도입되었던 화석연료-연소 플랜트에서 전에 사용되지 않은 열에 의해 새로운 지역에 열 

시스템 공급 된다. 화석연료-열만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대체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폐열을 활용한 화석연료 기반 열 생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에 의해 공급된 열은 주로 3년의 운전 역사를 가졌고 폐열이 사용되지 않은 

계통연계 전력 플랜트로부터 온 것이며 새로운 열 보일러만으로 보충이 될 수 있다;  
·   전력 플랜트와 보일러 모두 오직 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며;
·   열은 산업적인 생산공정을 아닌 거주 그리고/또는 상업적 빌딩에 난방과 및 수돗물 

공급에 사용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열 공급의 효율성과 베이스라인에서 연료 종류; 
·   지난 3년 동안의 최소와 최대 전력 생산. 
모니터링:
·   열병합 발전소로 부터의 열의 양과 모든 열만의 양/프로젝트에서의 첨두부하 보일러;
·   프로젝트에서의 모든 빌딩의 전체 면적;
·   각 변전소에서 빌딩으로 공급되는 열의 양;
·   프로젝트에 의해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기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력그리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개
별 보일러에 화석연료가 사용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그리드에 전기를 개별 사용자
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력 플랜
트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개별적인 보일러에서 예전에 
사용된 화석연료는 더 이상 사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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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59 일차 알루미늄 제련소(Primary aluminium smelters)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프로젝트 유형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및 과불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위한 전산화된 시스템 및 향상
된 운영경험을 통해 일차 알루미늄 제련소(PFPB, CWPB, VSS 또는 HSS)의 기술 
향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   온실가스 배출 방지.
과불화탄소 배출의 방지와 전기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프로젝트는 제련기술의 변화에 한정적이다;

·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적어도 과거 3개년도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
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양극효과의 95%보다 낮아서 수동으로 종료하는 경우, 양극효과의 수와 지속시

간 및 과전압양극효과와 전류 효율;
·   과불화탄소 배출량;
·   적용가능하다면: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알루미늄의 양;
·   단독(captive) 플랜트와 그리드에서 수전되는 전기의 양;
·   과불화탄소 배출량;
·   적용가능하다면: 단독(captive)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전기 배출 계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알루미늄생산을 위해 
소비되고 생산공정에 의해 과
불화탄소가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더 적은 전기가 알루미늄생산
을 위해 소비되고 생산 공정
에 의해 더 적은 양의 과불
화탄소가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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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0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각기 교체를 통한 전력 절약
프로젝트 유형 기존 전기로 구동되는 냉각기를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며 기존의 냉각기와 

유사한 수준의 정격 출력 용량을 가진 새로운 냉각기로 일대일 교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전기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각각의 냉각기 교체를 위해 새로운 냉각기의 정격 출력 용량은 기존의 냉각
기보다 너무 크거나 작지 않아야(최대 ±5%)한다;  

·   냉각기는 냉각 공정 또는 에어컨디셔닝을 위한 냉각수 또는 물/부동액 혼합
물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예를 들면, 물에 글리콜 첨가);

·   기존 그리고 새로운 냉각기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며;
·   기존 냉각기는 기능을 잘 발휘하고 완벽하게 작동되며 만약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해주면 몇 년을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어야하며;
·   기존의 냉각기들은 폐기되고 기존 냉각기에 포함되었던 냉각제는 회수되고 

폐기되며 적절한 컨테이너에 보관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기존 냉각기의 전력소비 기능.
·   그리드 배출 계수(사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모니터링:
·   새로운 냉각기의 평균 냉각 출력;
·   새로운 냉각기의 응축수의 평균 유입온도;
·   새로운 냉각기에 의해 공급되는 냉각수의 평균 유입과 유출 온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존의 에너지 효율이 낮은 
냉각기의 계속된 운전. 

프로젝트 시나리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각기의 
운전으로 낮은 CO2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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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1 기존 파워플랜트에서 개조와/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그리드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존의 파워플랜트의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의 실행. 이들 조치들의 예는 터빈의 낡은 블레이드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
고, 새로운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일러의 엉망인 열교환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기존 보일러에 부가적인 열 회수 공정을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기존 파워플랜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기 생산 공정의 설치와 시운전과 관련 없다;  
·   각 공정의 디자인된 전력 생산용량은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증가될 수 있지

만 이 증가가 전체 플랜트의 예전 디자인 파워 생산 용량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   기존 파워플랜트는 프로젝트 실행 전 적어도 10년의 운전역사와 최근 5년
동안의 연료소비와 전기생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활용가능하다;

·   자본 투자에 필요한 수단들만 포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유지관
리와 청소 수단은 이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없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의 에너지 효율;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양;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발열량과 배출계수;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프로젝트 실행 전에 이미 사
용되었던 모든 전력 생산 장
비를 사용한 파워플랜트의 계
속된 운전. 

프로젝트 시나리오
에너지 효율 향상 수단의 실
행 또는 기존 화석연료 파워
플랜트의 개조. 그 결과 전기
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화석
연료가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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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2  개조 터빈으로 인한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 유형 그리드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존의 파워플랜트의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의 

실행. 이들 조치들의 예는 터빈의 낡은 블레이드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일러의 엉망인 열교환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기존 보일러
에 부가적인 열 회수 공정을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기존 파워플랜트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의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는 운전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   터빈 제조사에 의해 제공되거나 예방차원의 유지관리의 우수한 관행(예를 들면 효율 
향상되는 정밀세척시스템)과 같이 추천되는 정규적 또는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과 관
련된 조치(교체와 정밀검사를 포함하는)는 적용되지 않으며;

·   터빈의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운전 인자들(예를 들면, 포화수증기 터빈의 경우 
스팀의 압력과 온도인 품질(quality); 가스터빈의 경우 콘덴서 압력과 연소 온도)은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시나리오에서 ±5% 변이를 가진다;

·   기존 터빈의 기대 수명이 크레딧 발행 기간보다 짧다면 이 방법론은 터빈의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양과 순발열량 그리고 배출계수;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
·   스팀터빈의 경우 터빈에 공급되는 스팀의 엔탈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현재 운전관행의 지속; 예를 
들면 터빈이 개조 없이 지속
적으로 운전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존의 화석연료 파워플랜트
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향상된 디자인의 구성요
소로 스팀터빈과 가스터빈을 
개조하여 화석연료의 소비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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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3 CO2 생산 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산업시설의 
테일가스(Tail gas)에서 CO2 회수(Recovery of CO2)

프로젝트 유형 두 가지 부문에 모두 해당된다;
(1)  기존의 전통적인 CO2 제조시설 또는 새로운 CO2 생산공장에서의 화석연료 연소

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산업시설에서 생산되는 테일가스로부터 CO2회수;
(2)  프로젝트 활동으로 일환으로 설립된 새로운 CO 생산공장에서 CO2회수를 

위해 새로운 생산시설의 중간가스(Intermediate gas)의 사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고-온실가스-집약 원료를 테일가스(Tail gas) 또는 중간가스(Intermediate gas)
로부터 회수된 CO2로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기존산업시설 운영기간과 기존시설에서 생산된 테일가스의 기간이 동일해야한다;
·   테일가스가 추출되는 산업시설 작동에 관련된 운영기록이 3년 이상 존재해야한다; 
·   프로젝트 실행에 앞서, 테일가스가 연료로써 산업시설에서 CO2 추출 없이 사용

되었거나 혹은 소각(flared) 되었다;  
·   프로젝트 시설에서 생산된 CO2의 전체가 프로젝트 시설에서 소비되지 않고 

(예를 들어, 화학품의 제조를 위해) 해당 국가 내에서 판매되어야 하며; 
·   산업시설은 생산 공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인해 중간가스 중의 CO2를 활용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 검토 시:

·   기존 CO2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CO2의 양;
·   기존 CO2 생산시설에서의 전기 및 연료 소비.
모니터링:
·   프로젝트 CO2 생산시설로 전달되는 테일가스(Tail gas) 및 중간가스(Intermediate 

gas)의 부피와 평균탄소함유량;
·   프로젝트 CO2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CO2의 양;
·   산업시설에서 연소된 가스의 부피와 평균탄소함유량;
·   고객에 의해 구매된 CO2의 양과 최종용도 그리고 배송날짜;
·   연간 생산된 주요 제품의 수량과 부피;
·   고객에게 판매되고 배송된 주요 제품의 수량 또는 부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통적인 CO2 생산시설에서
의 화석연료 연소.

프로젝트 시나리오
프로젝트 CO2 제조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존산업시설
에서 생성된 테일가스(Tail 
gas)/중간가스(Intermediate 
gas)로부터 CO2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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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4  광산메탄(석탄 탄광 제외) 또는 비 광산메탄의 포집과 활용 또는 파괴
프로젝트 유형 석탄이 추출된 탄광은 제외하고, 운영 중인 탄광에서의 메탄 포집 및 활용 또는 파

괴; 지질구조에서 배출된 메탄의 포집과 활용 또는 파괴, 예를 들어, 메탄의 경우 광
산물 탐사 및 탐사활동에서 지질에 드릴로 구멍을 만든 곳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지하, 경암, 귀금속 및 비금속 광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가 운영 중인 광산에서의 메탄 포집, 활용 또는 파괴인 경우에는, 포집
된 메탄이 전기, 전기 동력 그리고/또는 열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각을 통
해 파괴된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모든 메탄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거나 부분
적으로 열 생산에 사용되었다.

·   프로젝트가 지질 구조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포집, 활용 혹은 파괴 시키는 경우, 
노천 철광산뿐만 아니라 버려지거나 계약이 해지된 광산은 제외된다. 석탄추출광
산, 오일셰일뿐만 아니라 가스/오일의 탐사 및 추출을 위한 개방된 시추공 및 
우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   시추공의 최대 외경은 134m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추출한 가스에서의 메탄 농도;
·   발전소, 보일러와 최종소비자를 위한 가스그리드에 보낸 메탄의 양;
·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전기와 열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메탄이 운영 중인 광산과 지
질구조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메탄이 포집되거나 파괴되고 
혹은 에너지생산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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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5  마그네슘 제조 산업에서 SF6를 대체 상부충진가스로 교체 
프로젝트 유형 기존 마그네슘 금속 주조 산업에서 주조 및 합금공정에서 용융마그네슘의 산화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활성 상부충진가스로 사용되는 SF6를 대체 상부충진가스   (HFC134a, 
Perfluoro-2-methyl-3-pentanone (CF3CF2C(O)CF(CF3)2)나 침체된(Lean)SO2 기술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인 교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대체 상부충진가스를 사용하여 SF6 배출을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방법론에서 규정하듯이 SF6 대체 프로젝트는 마그네슘 금속 주조 산업 전 영역
에서 실행될 수 있다;  

·   마그네슘 금속 주조 시설은 프로젝트 실행 전 적어도 3년의 운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

·   만약 SO2가 프로젝트의 상부충진가스를 사용된다면 단지 “희석 SO2” 기술만 방
법론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의 배기 시스템에서의 SO2 배출에 대한 지역규제는 준
수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규제가 없다면 이 방법론에서 규정하는 SO2 배출 
수치가 준수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가장 최근 3년에 제조된 마그네슘의 양;
·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 최근 3년동안 마그네슘 주조에서 소비된 SF6의 양.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제조된 마그네슘의 양;
·   프로젝트에서 소비된 대체 상부충진가스의 양;
·   만약 있다면 프로젝트에서 소비된 SF6와 CO2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마그네슘 금속 주조 산업에서 
SF6가 상부충진가스로 계속 
사용되고 공정으로부터 배출
이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SF6가 대체 상부충진가스로 
대체되고, SF6의 배출이 방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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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6 스펀지 철 제조공정에서 원료의 예열을 위한 폐열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용광로(들)/킬른(들)에서 방출되는 폐열이 기존 혹은 그린 필드 스펀지 철 제조시설에서 
원료 물질(들)을 예열하는데 활용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특정 열 소비의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프로젝트는 개별 용광로/킬른 또는 동일한 산출물을 생성하는 용광로/킬른 그룹
형태의 용광로/킬른에 실행된다; 
·   프로젝트 용광로(들)/킬른(들)에서 생산되는 이용될 폐열;
·   단지 스크랩/제품 불량이 없는 고체물질만이 원료로써 사용된다;
·   프로젝트에서, 원료는 직접적으로 예열기에서 용광로/가마로 공급된다. 하지
만, 예열기 설비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과거 생산과 화석연료의 소비.
모니터링:
·   최종생산과 원료의 양과 물리적 상태(금속화의 % 포함)그리고 화학적 구성요소;
·   화석연료의 종류와 양;
·   소비된 열과 전기에너지의 양(각각의 그리드와 단독(captive)형태의 발전소에서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공정을 위한 화석연료의 연
소. 용광로(들)/킬른(들)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하지 않고 
대신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공정을 위해 더 적은 화석연
료가 연소된다. 용광로/킬른
으로 부터의 열이 용광로/킬
른으로 공급되기 전의 원료를 
예열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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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7  전력 배전 그리드에서 에너지 효율 변압기의 설치를 위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기존 배전 그리드에 저효율 변압기를 고효율의 변압기로 교체하거나, 현재는 배

전 그리드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신규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효율 변압기의 설치로 그리드 내 손실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무부하 손실 자체에서 감소로 배출 감소가 이루어지며;  
·   프로젝트에서 실행되는 변압기의 정격부하의 부하 손실은 프로젝트 부재 시 

설치된 변압기의 부하 손실과 같거나 낮다는 것이 증명하여야하며;
·   프로젝트 제안자는 교체된 변압기가 배전 그리드의 다른 부분 또는 다른 배

전 그리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스크래핑 시스템을 
실행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모든 유형의 변압기 제조자에 의해 제공된 평균 무부하 손실율;
·   그리드 배출 계수(사후 모니터링 가능).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설치된 변압기의 누적 개수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하 손실

율과 블랙아웃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효율 변압기가 기존 배전 
그리드에 설치되어 있거나 새
로운 배전 그리드에 설치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존 배전 그리드에 고효율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새
로운 배전 그리드에 설치되어 
전기생산요구량을 줄이고 결
국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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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8 합금철 제조설비의 개조에 의한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는 기존 합금철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된다. 
에너지 효율향상에는 기존 침수 전기아크 용해로를 오픈 슬래그 배스 용해로로  
개조하거나 기존의 병류회전로(co-current rotary kilns)을 역회전로
(counter-current rotary kilns)로 개조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존 설비는 침수전
기아크 용해로(들)과 조성물에 의해 정의된 성분으로 단 한가지의 합금종류 만을 
생산하는 회전로로 한정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효율 기술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적어도 “침수배스 전기용해로”를 “오픈 슬래그 배스 용해로”로 
개조하고 “병류회전로”를 “역회전로”로 개조하는 것 또한 포함될 수 있다;  

·   단지 한 종류의 합금이 설비에서 생산되고 이들이 종류나 질은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크레딧 발행기간 내내 변하지 않아야한다;

·   베이스라인 배출을 예측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 적어도 3년 동
안의 데이터가 활용가능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생산되는 합금철의 양과 품질;
·   회전로와 용해로에서 소비되는 전기와 화석연료;
·   그리드 배출 계수(사후 모니터링 가능).
모니터링:
·   생산되는 합금철의 양과 품질;
·   회전로(rotary kilns)와 용해로(smelting furnaces)에서의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
·   비에너지 카본 스트림(환원제의 양과 카본 함량, 전압, 오르(ore), 스래그 형

성물질, 비생산품 스트림 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에너지(화석연료와 전기)가 
합금철 생산시설에서 사용되
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더 적은 에너지(화석연료와 
전기)가 합금철 생산 공정에 
사용되고 더 적은 이산화탄소
가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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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69  도시가스 생산 원료와 연료로 생물학적 메탄 사용 
프로젝트 유형 폐수처리 시설에서 또는 매립지에서 바이오가스를 포집하고 도시가스 생산을 위

한 원료나 연료로 천연가스 또는 다른 화석연료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교체하여 사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분해; 
·   신재생에너지;
·   원료 전환.
CH4 배출이 방지되고 화석연료가 대체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생산되는 도시가스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   도시가스 소비자와 배분 그리드가 프로젝트 시행 국가 경계 내에 있다; 
·   바이오가스가 기존의 매립지에서 또는 적어도 3년 동안 배출 또는 소각처리

를 한 기록을 가진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포집된다. 바이오가스는 프로젝트 
부재시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소각되며;

·   프로젝트 시행 전 적어도 3년 동안 바이오가스 없이 오로지 화석연료만 사
용했던 기존 도시가스 생산설비에서 실시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생산되는 도시가스의 양과 순발열량;
·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가스와 화석연료의 양과 순발열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바이오가스가 포집되는 사이
트에서 바이오가스가 배출이
나 소각되고 도시가스 생산의 
연료로서 화석연료가 사용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매립지와 폐기물처리 공장에
서 바이오가스가 포집되고 화
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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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0  에너지 효율적인 국내 냉장고의 제조 
프로젝트 유형 제조되는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 증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증가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단위당 소비 전기가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냉장고가 사용되며;  
·   사용되는 냉매와 거품 발포제의 지구온난화지수(GWP)의 상수가 없다;
·   냉장고의 일반적인 유형이 변하지 않으며;
·   만약 라벨링방식이 냉장고의 정격 전력소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면 시장

점유율의 30%를 커버하고 프로젝트 시행국가에서 가장 효율적인 냉장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자율적인 개선비율;
·   역사적인 판매정보(양, 저장부피, 정격소비전력);
·   그리드 배출 계수(사후 모니터링 가능).
모니터링:
·   판매된 냉장고의 양;
·   판매된 냉장고의 사양(모델, 디자인 유형, 그리고 볼륨 클래스);
·   모니터링 샘플그룹에서 냉장고의 전기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효율의 국내 냉장고에 의해 
소비되는 전기소비가 많고 전
기의 생산으로부터 많은 CO2 
배출이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고효율의 냉장고에 의해 전기
소비가 줄고 전기 생산으로부
터 적은 CO2가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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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1 낮은 지구온난화지수(GWP) 냉매를 사용하며 또는 
소규모 상업용 냉장장비의 자국에서 제조 및 서비스

프로젝트 유형 국내 그리고/또는 소규모 상업용 냉장장비를 제조 및 재공급에 대해 높은 온난화지수를 
가진 냉매에서 낮은 온난화지수를 가진 냉매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높은 온난화지수를 갖는 냉매를 낮은 온난화지수를 갖는 냉매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 제조사는 적어도 HFC-134a를 이용하여 3년 동안 냉장장비

를 생산해왔다;  
·   하나의 낮은 온난화지수를 갖는 냉매가 냉장장비 제조에 사용 및 리필 되며;
·   프로젝트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지 않으며;  
·   수입되는 냉장장비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서는 않으며;
·   국내 냉매 생산의 50% 미만이 낮은 온난화지수를 갖는 냉매를 사용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수행국가에서 초기에 충전된 냉장고를 판매한 냉장고의 과거생산 기록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초기 냉매 충전과 유통손실;
·   제조되고 수출되는 냉장장비의 양과 모델;
·   냉장장비 모델의 거부된 유닛의 수; 
·   냉매 충전과 관련한 고장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진 
냉매로 냉장장비의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낮은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진 
냉매로 냉장장비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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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2  공간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를 지열자원으로 교체 
프로젝트 유형 건물에 공간난방을 위한 중앙 집중식 지열공급 시스템의 도입. 지열 공급시스템은 새

로운 빌딩에 새로운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기
존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지열 우물을 추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열에너지 생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거주지역, 상업지역 그리고/또는 산업지역에서 중앙집중식 공간 난방시스템을 위
해 지열 원료를 사용;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냉매의 사용이 금지 되며;
·   사업 설비의 이전 용량의 10%을 초과한 경우, 베이스라인 상황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열 수에서 도출된 열을 통해 부분 및 전반적으로 대체되는 조건에 부
합되어야 하며(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개발되어
야 한다);  

·   수입된 냉장장비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서는 않으며;
·   국내 냉매 생산의 50% 미만이 낮은 온난화지수를 갖는 냉매를 사용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가능하다면 3년 동안에 걸친 화석연료 사용 시스템의 과거 자료, 예를 들면, 평

균 열에너지 출력 또는 연료 소비.  
모니터링:
·   지열원의 열교환기의 입구와 출구 사이의 온도 차이와 프로젝트 경계 내에 포함

된 빌딩의 순 난방 면적;
·   프로젝트가 실행된 후 생산된 지열 비 응축성 가스(CO2와 CH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공간 난방에 화석연료가 에너
지원으로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새로운 빌딩에 새로운 지열 
시스템이 설치되고 기존의 화
석연료 난방시스템이 교체되
거나 화석연료 대신 사용되는 
기존 지열 시스템의 용량 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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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3  중앙공장에서 멀티사이트 분뇨처리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분뇨가 탱크트럭으로 수집되고, 수로로 이동 및/또는 다수의 축산 농장에서 추출한 
후에 중앙처리 설비에서 처리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방지
메탄의 연소에 의해 CH4의 배출이 방지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제한된 조건하에서 가축농장 인구를 관리 되며;  

·   분뇨는 천연수자원(예를 들면, 강 또는 하구)으로 배출되지 않으며;
·   동물 잔류물은 베이스라인 상황에서 혐기성조건하에 처리되며(이 처리공정을 위

한 조건은 지정된다);  
·   만약 처리된 잔류물이 베이스라인에서 비료로 사용되면, 프로젝트 하에서 이 최

종 목적사용이 지속 된다;
·   프로젝트동안 발생된 슬러지는 최종 처리/응용 이전 열 건조와 퇴비화를 통해 

안정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중앙식 처리 공장에서 처리되거나 생산된 폐기물과 잔류물의 부피, 휘발성 고체
와 용리액 및 잔류의 총 질소;

·   프로젝트 처리 단계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보조에너지;
·   바이오가스 사용에 의해 생성되는 전기 또는 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메탄 회수 없는 혐기성 분뇨처
리 시스템이 CH4 배출을 야기
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농장으로 부터의 분뇨가 수집
되고 중앙처리식 공장에서 처
리된다. 메탄이 포집 후, 연소 
혹은 사용된다. 바이오가스의 
활발한 사용을 통해 고-집약적
인-온실가스 에너지 발생을 대
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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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4 과거 소각 그리고/또는 배출되던 투과가스를 사용하는 신규 계통연계 
파워플랜트  

프로젝트 유형 그리드에 전기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처리에서 생성된 낮은 발열량을 가진 투과가스를 
파워플랜트를 운전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파워클랜트의 건설과 운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저탄소 전기.
고-탄소-집약적 수단에 의해 공급 될 예정인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적어도 3년 동안 가스처리공정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투
과가스의 전량이 태워지고/거나 배출되며;  

·   천연가스처리 공정 시설로부터 발생한 투과가스는 신규 파워프랜트로의 전송-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전용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른 어떠한 
가스의 전송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으며;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전력는 그리드로 전송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투과가스를 전송하는데 사용된 모든 유형의 장비의 비산 CH4 배출계수;  
·   투과가스의 낮은 순발열량; 
·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되기 전 3년 동안 태워지고/또는 배출된 투과가스의 연평

균량.
모니터링: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
·   투과가스에서 메탄의 평균 질량 분율;
·   투과가스를 전송하는데 사용된 장비의 운전 시간; 
·   프로젝트 전기시스템을 위한 베이스라인 배출 계수; 
·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투과가스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투과가스가 플래어되고/거나 
배출된다. 전기는 투과가스 
보다는 처리된 천연가스 또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
산된다. 또는 전기는 그리드
에 의해 공급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존 천연가스 처리 시설에서 
예전에 태워지고/거나 배출되
었던 투과가스가 새로운 계통
연계 파워플랜트에서 연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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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5 열 생산을 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바이오가스의 공급, 공정, 포집에 대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새로운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들)로부터 포집된 바이오가스를 처
리하고 업그레이드하여 현장인, 열발생 설비에서 열 생산을 위해 기존의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   신재생에너지. 
고-탄소-집약적인 연료를 예전에는 태워지거나 배출되었던 바이오가스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바이오가스는 어림잡아 구별해야만 했던 한개 또는 여러 개의 기존의 바이오가스 생
사이트로부터 얻어지며;  

·   프로젝트 실행 전에 바이오가스는 배출되거나 연소되었거나;
·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모든 열 발생설비들은 어림잡아 구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

젝트를 수행하기 전에는 기존 설비는 오직 화석연료만 사용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여
야 한며;  

·   바이오가스 또는 처리된 바이오가스의 운송의 경우, 전용 파이프라인이나 육상차량으
로만 이루어진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보일러나 열 발생 설비(들)에 공급되는 처리된 바이오가스의 양과 순발열량;
·   보일러나 열 발생 설비(들)에서 발생되는 스팀이나 열의 양;
·   보일러나 열발생 설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과 순발열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열발생 설비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바이오가스가 소각
되거나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열 발생 설비에서 태워진 바
이오가스를 업그레이드해 화
석연료 사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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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6 기존의 산업시설에서 화석연료의 삼중 열병합 발전시스템 구현을 위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산업시설에 전기, 스팀, 그리고 냉각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화석연료를 기반으
로 한 삼중 열병합 플랜트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탄소-집약적인 수단에 의해 공급 가능한 전기, 열, 냉각수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베이스라인은 그리드로부터의 전기, 현장에서 화석연료 보일러에 의한 열, 현장

에서 전기 압축 냉각수의 분리된 공급이며;  
·   프로젝트 전 산업시설 내에 열별합(CHP), 삼중병합(CCHP)시스템이 없으며;
·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스팀 또는 냉각수도 외부로 가지 않으며;  
·   프로젝트의 냉각기는 열 구동(흡수 냉각 장치)이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보일러의 출력 효율;
·   베이스라인 냉각기의 전력 소비 함수.   
모니터링:
·   삼중병합 플랜트에 의해 생산/구매/판매되는 전기;
·   삼중병합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양;
·   삼중병합 플랜트에 의해 생산되는 스팀의 양, 온도, 압력; 
·   삼중병합 플랜트에 의해 생산되는 냉각수의 양과 온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그리드로부터 전기, 그리드 
전기를 사용하는 냉각수 그리
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
러 스팀의 분리된 공급.  

프로젝트 시나리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삼중
병합 플랜트는 산업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전기, 스팀, 냉각
수를 생산하여 전반적으로 낮
은 CO2배출에 기여한다.  



97

AM0077 배출 및 연소되었을 유정의 회수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전송
프로젝트 유형 예전에는 배출되거나 소각되었던 유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회수되고, 관련 없는 가스는 새

로운 가스 처리 공정 플랜트에서 처리된다. 처리된 가스는 CNG 운송수단에 의해 식별된 
특정한 최종사용자에게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달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전환.
새로운 가스처리 플랜트에서 비-관련된 가스의 교체를 위해 배출되거나 소각되었을 유정에
서 가스 회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회수되는 가스는 그 당시 운전되어 오일은 생산하는 유정으로부터 나온다. 적어도 3년 

간의 관련 가스를 연소하거나 배출했던 기록이 있어야하며;  
·   처리된 가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나라(들)에서만 소비되며;
·   만약 프로젝트 유정이 가스리프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면, 가스리프트 가스는 프로

젝트 경계 내 유정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와 관련이 있어야하며;  
·   천연가스는 열 생산 설비에만 사용될 수 있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천연가스 우물, 가스 또는 현장에서 소비된 다른 화석연료,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가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전달된 가스 등에서 회수된 관련, 
비관련 가스의 양과 탄소함량;

·   만약 가능하다면, CNG의 운송을 위해 운반차량에서 소비된 연료의 양과 순발열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유정으로 부터의 관련 가스는 
태워지거나 소각되었고 최종 
사용자들은 그들의 에너지수
요를 다른 화석연료를 사용해
서 충족시킨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유정으로부터의 관련 가스는 
태워지거나 배출되는 대신에 
회수되고 최종 사용자에 의한 
다른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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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8 LCD 제조 공정에서 SF6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감장치 사용의 이점  
프로젝트 유형 LCD 에칭 플랜트로부터 SF6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소 또는 열 저감 장치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SF6 배출의 연소 또는 열 파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2009년 1월 31일까지 SF6 구매, LCD 기판 소비 및 생산에 대한 적어도 3년
간의 기록이 있는 생산라인;  

·   SF6 또는 SF6를 포함한 배기가스의 어떠한 구성요소의 분해, 파괴, 회수 또는 
교환을 규정하는 지역 법규 또는 규정이 없으며; 

·   SF6 파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된 해당 현장에서 SF6를 사용되거나, 파괴된 SF6
가 다른 시설로부터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가장 최근 3년 동안에 있어서의 SF6의 소비;
·   가장 최근 3년 동안의 LCD 기판 생산.
모니터링:
·   저감 장치로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SF6의 질량;
·   프로젝트에서의 SF6 소비;
·   LCD 기판의 생산;
·   저감 장치 운전을 위한 전기 그리고/또는 연료의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LCD 에칭공정에서 사용된 후 
SF6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SF6가 에칭공정 후단에 위치
한 저감 공정에서 회수되고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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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9  시운전 시설인 절연처리된 전기설비의 가스에서 SF6 회수 
프로젝트 유형 시운전 시설에서 가스 절연처리된 전기설비의 테스트 후에 대기로 배출했던 SF6를 회수하

고, SF6 생산시설에서 회수된 SF6 가스를 순화(교정)시키는 시스템을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형성의 방지.

배출되는 SF6를 회수하고 교정하여 SF6의 배출을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SF6 회수 시설은 평가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행되거나, 새로운 전기 장비 개발 또는 생

산 간의 가스 절연처리된 전기설비의 시운전에서 SF6를 사용하며;  
·   회수된 가스는 기존 SF6 생산설비의 내에 새로운 SF6 생산에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재

생되며;
·   프로젝트에서 고려하는 테스트는 중간 및 높은 정격 전압설비의 전기 테스트이다(＞ 

1kV);  
·   프로젝트의 실행 전에, 테스트-설비에 사용되는 SF6가스는 검증 후에 배출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테스트 동안에 배출되었던 SF6 질량에 대한 적어도 1년간의 데이터 기록;
·   회수 실린더안의 SF6 농도에 대한 적어도 1년간의 데이터 기록.   
모니터링:
·   각 가스 절연처리된 전기 설비로 채워지는 SF6의 질량;
·   회수 사이트에서 회수되어 재활용 사이트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SF6의 질량;
·   회수 실린더에서 SF6의 농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SF6가 가스 절연처리된 전기
설비의 테스트가 끝난 후 대
기중으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테스트 동안에 사용되었던 
SF6가 회수되어 새로운 SF6
를 생산하기 위한 스트림에 
회수된 가스가 재 주입되는 
재생시설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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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80 호기성 폐수처리 공장에서 폐수 처리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프로젝트 유형 베이스라인과 같은 방식 또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새로운 혐기성 다이제스트로 처리한 
슬러지를 가진 국내 그리고/또는 산업 폐수의 처리를 위한 새로운 호기성 폐수처리장의 구
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폐수처리로부터 CH4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기존 혐기성 오픈 석호 시스템을 슬러지 처리 시스템을 전환하여 교체(안)
할 수 있거나 새로 설치된 혐기성 오픈 석호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으며;  

·   폐수 스트림에서의 폐수의 높이는 베이스라인에서 조류산소가 생기는 것을 배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아야하며;

·   기존 또는 새로 설치될 혐기성 오픈 석호 시스템의 평균 깊이는 최소 1m이고 유기물
의 체류시간은 적어도 30일이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처리되는 폐수의 양과 평균 화학적 산소 요구량;
·   가능하다면 새로운 혐기성 다이제스터 바이오가스로부터 생성되는 전기와 열;
·   생산되는 슬러지의 양;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석연료, 전기 그리고 운송.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폐수가 메탄 회수와 플레어링 
없이 혐기성 오픈 석호 시스
템에서 처리된다. 슬러지는 
트럭으로 부어지고 썩게 내버
려지며 제어되는 호기성의 조
건에서 건조되고 메탄회수와 
함께 매립되거나 토양을 비옥
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새로운 호기성 폐수처리 플랜
트의 설치. 슬러지는 베이스
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
거나 바이오가스 포집과 함께 
새로운 혐기성 다이제스터에
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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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81 폐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목적의 디메틸 에테르로 전환함으로써 코크스 
플랜트에서 소각과 배출의 감소  

프로젝트 유형 코크스 오븐가스(COG)의 예전 벤트와 연소되었던 스트림을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디메틸 
에테르 시설의 구축.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디메틸에테르 생산을 위해 예전에는 배출되었던 카본원을 사용하고 LPG혼합을 위한 디메틸
에테르의 사용.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목적인 LPG 처리설비에 디메틸에테르를 공급하는 새
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   코크스플랜트에서는 적어도 3년 동안 코크스오븐가스를 배출하거나 소각하였으며;
·   유연탄은 코크스 플랜트를 위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코킹석탄이며;  
·   코크스오븐가스는 디메틸에테르 생산에 사용되는 유일한 카본원이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역사적인 석탄소비와 코크스 공장에서의 코크스 생산.   
모니터링:
·   각 코크스 플랜트에서 (공정과 연료를 위해) 소비한 석탄의 유형과 양;
·   프로젝트의 결과에 의해 연소되는 화석연료의 양 (즉, 디메틸에테르 생산시설에서 또는 

파워플랜트에서 연소되는 화석연료의 양);
·   디메틸에테르 공장에서 소비되는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코크스오븐가스의 배출과 소
각.  미혼합LPG 사용으로 많
은 CO2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폐기되는 전량의 혹은 부분적
인 양의 코크스오븐가스를 디
메틸에테르를 생산하는데 사
용. 이 디메틸에테르는 혼합
의 목적으로 LPG 처리공정 
설비에 공급된다. 따라서 
LPG의 사용량이 줄어든다.  



102

AM0082 새로운 철광석 환원시스템의 설립을 통한 철광석 환원공정에서 식재된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로 부터의 숯 사용 

프로젝트 유형 용광로 기술을 사용한 철광석을 환원공정에서 화석연료기반 환원제를 대신하여 
전용농장에서 생산된 숯과 같은 재생 가능한 환원제의 사용. 단일 혹은 결합 프
로젝트와 같은 투자유형을 포함해야 한며: 환원제 공급을 위한 전용 농장에 대한 
투자; 또는 환원제 공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특정한 장기계약의 체결; 또는 용광
로의 보수/설치; 또는 용광로의 인수 및 설치; 또는 숯을 사용하여 기존 용광로
에 적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용광로에서 철의 감소를 위한 탄소 재생 원료로의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숯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는 홍수관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국의 열대지역의 전용농장에서 생산되며;

·   전용농장은 당사국에 위치해 있어야 되며, 프로젝트 참여자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소유 혹은 장기계약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   전용농장의 토지 조건으로써 아래 범주 중에 해당사항이 있음을 입증해야한
다: 초원, 마지막 토지순환 후 또는 황폐화된 지역의 산림 식재;

·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미네랄 코크스 수입하거나 바이오매스를 시장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탄화 수율.
모니터링:
·   환원제 생산(탄화와 석탄증류)에서의 배출량과 관련된 변수;
·   연료/환원제 소비와 같은 철광석 환원설비와 관련된 매개변수, 그들의 배출 

계수, 생산된 뜨거운 금속과 탄소함유량 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철과 강철 플랜트에서 뜨거운 
금속이 화석연료 기원의 환원
제를 사용하여 생산되어지고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새로운 철광석 환원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화석
연료기반 환원제를 재생가능
한 숲으로 대체하고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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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83 매립지의 인-사이투 에어레이션(in-situ aeration)에 의한 매립가스 
배출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매립폐기물이 현장에서 폭기(과도주입)나 혐기성 부패과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저
압의 공기를 주입하여 호기성으로 처리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프로젝트는 매립으로 부터의 CH4 배출을 방지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사용되는 에어레이션은 에어벤트 나 저압 공기주입으로 이루어지며;  

·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폐쇄된 매립지나 폐쇄 매립지 셀에서 행해지며;
·   만약 환경규제로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소각해야 한다면 시행국가에서 해당

준수비율이 50%이하이며;  
·   운전되거나 폐쇄된 매립지의 폐쇄 셀은 매립지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물리

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 동일한 자격이 있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분해성 폐기물의 양;
·   포텐셜 메탄 생산용량;
·   벤트괴고 표면 배출: 부피와 메탄과 아산화질소 함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폐쇄된 매립지 또는 폐쇄된 
매립지 셀로부터 매립가스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량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폐쇄된 매립지 또는 폐쇄 매
립 셀에서의 원위치 폭기는 
온실가스배출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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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84 신·구 고객들에게 전기와 냉각수를 공급하는 열병합 시스템의 구축  
프로젝트 유형 냉각수와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카본-집약적인 수단에 의해 공급될 수도 있는 전기와 냉각수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베이스라인에서 냉각수는 증기압축 냉각에 의해 공급되고 기존 베이스라인 

시설은 단지 소비자에 의해 현장에서만 사용되며;  
·   프로젝트 실행 후, 열병합시설은 프로젝트 경계 밖에 있는 시설에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   한 소비자의 전기와 물의 수요는 3개월 이상의 누적 기간 동안 역사적인 수

준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증기 압축냉각기(들)의 전력소비.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기;
·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냉각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소비자들은 현장 파워플랜트 
또는 그리드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한다. 전기 냉각
기들(증기 압축냉각기들)의 
사용으로 냉각수 생산을 위한 
전기 소비.    

프로젝트 시나리오
소비자들은 화석연료 열병합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
를 사용한다. 열병합시스템은 
전기와 냉각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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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86  안전한 식수 적용을 위한 제로에너지 정수기 설치  

프로젝트 유형
안전한 음용수를 위한 해당국가표준에 따라 물을 정화하기 위해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
은 정수기와 소모되는 청소키트는 모두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물 정화에 사용되는 고-집약적-온실가스 기술의 교체 .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만약 제로에너지 정수기와 소모되는 청소키트가 판매자와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진다면 그

들 사이의 계약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며;
·   모든 제로에너지정수기의 전체 시장 잠식은 프로젝트에서 정의되는 각 지역에서 1%이하

이며;
·   제로에너지정수기들은 일단 소모되는 청소키트가 수명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며;  
·   안전한 음료수를 제공한 공식적인 지역 네트워크가 프로젝트 시행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각 가정에서 소비되는 음료수의 평균적인 양;   
·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물 정화 기술의 CO2 배출 계수.   
모니터링:
·   청소키트를 받은 프로젝트지역의 소비자의 수와 그들에게 판매된 키트의 수 또는 그들로

부터 수거한 사용된 키트 수;
·   키트 당 정화할 수 있는 물의 특정한 양(판매된 키트를 위해 실험실에서 측정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안전한 식수를 생산하기 위한 
적용기술이 특정지역의 가정
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
비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제로에너지정수기가 특정지역
의 가정에서 안전한 식수의 
생산하기 위한 현재의 기술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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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87 그리드 또는 단일 소비자로 공급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천연가스 
파워플랜트의 건설  

프로젝트 유형 그리드 그리고/또는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기존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연료 
파워플랜트의 구축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낮은 탄소 전기.
더 높은 카본 집약 수단에 의해 공급될 수 있었던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는 단지 전기만을 생산하고 열병합 열을 생산하지 않으며;  

·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전 새로운 파워플랜트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전력도 생산되지 않
았으며;

·   그 지역과 나라에서 사용가능한 천연가스가 충분하며;  
·   전기가 기존의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 시설은 적어도 3년의 운전기록을 가지고 있고 

전기는 전용 전기 라인을 통해 공급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파워그리드, 프로젝트 부재 시 사용 할 만한 전력생산 기술, 또는 기존 시설에서 현
재 사용 되는 기술의 배출계수로부터 유도된 베이스라인 전기의 배출계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의 연료소비;
·   전기 파워그리드와/또는 현재 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천연가스, 그러나 프로젝트
와 다른 기술을 가지고
2)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
지와 다른 화석연료
3)기존시설에서 새로운 또는 
기존 포집 파워플랜트를 이용
하거나 그리드로부터 수전하
여 전기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새로운 천연가스 파워플랜트
로 그리드 그리고/또는 기존
시설에 전력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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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88  LNG 기화로부터 회수한 극저온 에너지를 이용한 공기분리  

프로젝트 유형
공기분리 공정을 위해 새로운 또는 기존의 LNG 기화로부터 회수한 극저온 에너
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공기분리 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LNG 기화를 위한 열 소비와 공기 분리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연료/전기 사용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새로운 공기분리 플랜트에 의해 생산되는 산소와 질소의 순도가 99.5% 이

상이며;  
·   새로운 공기분리 플랜트가 LNG기화 플랜트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   기존의 LNG기화 플랜트로 부터의 극저온 에너지는 유용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전에는 버려지고 있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전기 배출계수(사후 모니터링도 가능함);  
·   공기 분리플랜트와 LNG기화 플랜트에 의해 소비되는 화석연료와 전기의 양;  
·   기화된 LNG의 양과 물리적 특성.   
모니터링:
·   공기분리와 LNG 기화 시설에 의해 소비되는 화석연료와 전기의 양;
·   공기분리플랜트에서 기화된 LNG와 생산된 가스의 양과 물리적 특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공기분리공정은 냉각을 위해 
화석연료 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공기분리 공정은 냉각을 위해 
LNG기화 플랜트로부터 회수
된 극저온 에너지를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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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89  가솔린과 식물성 오일의 혼합 원료를 사용한 디젤의 생산  
프로젝트 유형 기존 정유소에서 탈황공정(hydrodesulphurization)dp 사용되는 원료를 100% 가솔린에서 가

솔린과 식물오일을 혼합한 것으로 교체하여 석유/신재생 디젤을 생산. 식물오일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곳에서 열화되었고 열화중이던 땅위에 만들어진 전용농장에서 재배되었던 식물의 씨
로부터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   원료 전환.
디젤 생산을 위한 더 높은 온실가스 집약 원료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탈황 공정을 위한 3년의 역사적 데이터가 필요하며;  
·   프로젝트하의 탈황공정에서의 에너지소비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 낮거나 같아야 하고 

어떠한 연소가스와 식물오일의 수화 동안에 만들어지는 배출가스는 플레어되거나 정류소에
서 연료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   석유/신재생 디젤은 부속서 I 국가로 수출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생산되는 신재생대젤의 양과 탈황공정에 투입되는 식물오일의 비율, 신재생디젤의 밀도.   
모니터링:
·   탈황공정에 투입되는 식물오일의 양, 탈활 공정에서 소비되는 H2의 부피, 그리고 프로젝

트에 의해 생산되는 석유/신재생 디젤의 양;
·   만약 50km이상의 거리가 커버되면 오일이 되는 식물종자 그리고/또는 식물오일의 운반

에 드는 프로젝트 배출; 식물오일 생산 플랜트에서의 화석연료와 전기의 소비;
·   과도한 천연가스의 업스트림과 관련된 누출에 의한 배출 그리고 석유디젤의 방지된 생산

과 관련된 양적 누출;
·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석유/신재생디젤의 수출 목적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디젤이 가솔린으로 부터 생산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디젤이 가솔린과 식물오일의 
혼합물로부터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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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0 수상, 선로 및 도로운송에서 화물 운송의 수단전환(Modal shift)
프로젝트 유형 기차, 선박과 바지선을 통한 화물의 운송.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고-탄소-집약적인 운송수단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화물소유주는 사업 참가자 중 하나이다.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화물의 소유주

가 아닐 경우, 소유주 또한 프로젝트 참가자가 되어야 하며;
·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투자가 있어야 하며: 선로운

송 및 수상운송에 대한 신규 인프라의 직접적인 투자, 또는 운송능력 확대를 
위한 기존의 수상과 선로 운송 인프라 장비의 수리/교체.

·   프로젝트의 화물 유형, 운송수단, 교통 노선은 타당성평가 시 확인되며 타당
성평가 전후로 프로젝트 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며.

·   베이스라인 및 프로젝트에서 한 종류의 화물만이 운송되며 혼재된 화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의 이동경로의 거리(편도 및 왕복).

모니터링:
·   프로젝트 운송수단에 의해 소비된 연료 및 전력;
·   프로젝트 운송수단에 의해 운반된 화물의 양(편도 및 왕복.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물이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화물이 바지선, 선박 또는 기
차를 이용하여 운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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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1  새로운 빌딩에 에너지효율 높은 기술과 연료전환 

프로젝트 유형 새로운 빌딩구역(거주, 상업, 그리고/또는 기관빌딩 구역)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단 그리
고/또는 연료 전환을 실행하는 프로젝트 활동들. 수단들의 예로는 고효율 제품, 고효율 단열 
외피, 고효율 전등, 고효율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시스템, 패시브 태양 디자인, 최적의 음영,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그리고 지능형 에너지 미터링이 포함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전기 그리고/또는 연료 절약. 더 적은 카본 집약 연료사용.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빌딩 구역이 방법론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거주지, 상업지, 그리고 기관점유로 구별되어
야하며;  

·   등록가능 배출원에는 전기, 화석연료, 그리고 냉각수의 소비뿐만 아니라 빌딩유닛에 사용
되는 냉매의 누출도 포함되며;

·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또는 열병합 시스템은 프로젝트 빌딩을 위한 열과 전기 에너지 
원이 될 수 없고 냉각/열수 시스템은 프로젝트 빌딩유닛을 위해 사용 될 수 없으며.

·   모든 프로젝트 빌딩 유닛은 만약 존재하고 발효되고 있다면 모든 국가의 에너지표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대조군 그룹에서 베이스라인 빌딩의 정보;
·   베이스라인 빌딩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배출계수;
·   전체 빌딩에너지 소비(예를 들면, 전등에 X%, 에어컨디셔닝 Y%, 물가열에 Z%)으로부터 

효율이 높은 장비의 에너지 사용 분류상의 기본 점유;
·   베이스라인 빌딩 유닛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연료의 역사적인 평균 소매가격.  
모니터링:
·   프로젝트 주최국가에서 등록된 CDM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효율제품 유형 n의 전체 수;
·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빌딩의 총 바닥면적;
·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빌딩에서 소비되는 냉각/열수의 연료소비, 양, 그리고 에너지 양과 

전기 소비;
·   배출계수와 연료의 순발열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지난 5년에 걸쳐  거주지, 
상업지역, 그리고 기관 빌딩
유닛으로 건축되고 나서 활용
되며 연료와 전기 그리고 냉
각/열수 소비로 더 높은 배
출이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에너지효율이 좋은 거주지, 
상업지 그리고 기관 빌딩 유
닛은 더 적은 연료, 전기 그
리고 냉각/열수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게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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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2 반도체산업에서 화학증기증착(CVD)반응기 세정을 위한 PFC가스의 
교체   

프로젝트 유형
반도체산업에서 CVD반응기에 대해 in-site 세정을 위한 가스로 C2F6를 
c-C4F8으로 교체함으로써 PFC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 활동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또는 원료 전환.
C2H6를 c-C4F8으로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2010년 1월1일전에 상업적인 운전을 시작하기 전 프로젝트 경계 내 생산라

인은 프로젝트 활동 실행 전 적어도 3년의 운전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기
간 동안에 기존 PFC가스는 C2F6이었으며;  

·   PFC 대체 가스는 이어지는 파괴공정을 위해 임시로 저장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에서 C2F6의 소비;   
·   베이스라인에서 기판의 생산. 
모니터링:
·   c-C4H8의 소비;
·   기판의 생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즉, 
같은 베이스라인 원료의 지속
(예를 들면, C2F6로 세정된 
CVD반응기).

프로젝트 시나리오
프로젝트 시나리오는 c-C4F8
로 세정된 CVD반응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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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3  매립지의 패시브 에어레이션에 의한 매립가스 배출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매립폐기물이 혐기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패시브 에어레이션 수단에 의해 현

장에서 호기성 조건으로 처리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프로젝트는 매립지로부터 CH4 배출을 방지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매립폐기물 처리가 폐쇄된 매립지나 매립셀에서 실시되며;  

·   만약 환경법규가 매립가스를 포집하고 플레어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시행국가에서 해당 준수율이 50%이하이며;

·   운영하고 있는 매립지의 폐쇄된 셀은 남아있는 매립지로부터 물리적으로 구
분되는 한 등록가능하며;

·   수직 배출 우물 사이의 거리가 40m 이하이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폐기물의 양.   
모니터링:
·   잠재적 메탄 발생 용량;
·   벤트와 표면 배출: 부피와 메탄과 아산화질소 함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폐쇄된 매립지 또는 폐쇄 매
립셀로부터의 매립 가스의 부
분적 또는 전체적인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폐쇄된 매립지 또는 폐쇄된 
매립셀에서의 현장 수동 폭기
로 온실가스배출이 감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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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4 가정과 기관사용을 위한 바이오매스 스토브 그리고/또는 
난방기 보급

프로젝트 유형 바이오매스 스토브 그리고/또는 난방기의 보급 그리고 가정 또는 기관 사용을 위한 바이오매
스 연탄의 공급.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을 통해 고-집약적-온실가스 열에너지생산을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전체 프로젝트 지역(TPA)가 결정되고 나중에 변하지 않으
며;  

·   바이오매스 전체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시장 잠식율은 10%이하이며;
·   바이오매스 스토브와 난방기는 열 150 kW 정격전압을 가지며;
·   프로젝트 소비자와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계약 관계는 프로젝트 소비자가 난로 그리고/또

는 난방기, 그리고 바이오매스 연탄을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도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지역에서 에너지를 기준으로 요리 또는 난방 목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

매스의 퍼센트;
·   베이스라인에서 프로젝트 지역의 스토브 또는 난방기에 사용되는 연료(들)의 비율;  
·   베이스라인에서 프로젝트 지역의 스토브 또는 난방기(들) 종류의 비율.    

모니터링:
·   프로젝트지역(들)에서 프로젝트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되는 바이오연탄의 전건중량;
·   바이오연탄의 NCV;
·   프로젝트 지역에서 사용중인 프로젝트 스토브와 난방기(들) 종류의 비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열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기
존의 스토브와 난방기술 그리
고 화석연료가 지속적으로 사
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열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바
이오매스에 기반하는 스토브 
그리고/또는 난방기와 바이오
매스 연탄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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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5  그린필드의 철강공장 내 폐기물 가스 기반의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유형 그린필트 철강공장 내에 같은 시설로부터 나오는 블래스트 펀네스 가스, 코크스오븐가스, 컨버터

가스등 폐가스를 연료로 하는 고정 또는 계통연계 복합사이클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로
젝트 활동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더 높은 카본 집적 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위한 폐 에너지의 회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이 고려되기 전에 코크스 오븐과 철강 플랜트의 사양이 결정되어졌다으며;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철강공장 내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폐가스의 사용 수준이 CDM 프로
젝트 활동 시행 후 또는 시행 안했을 때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다른 철강 공장에서 최고 20% 랭킨 사이클 기반의 발전소 배기가스 기반의 발전에 대한 

자료;   
·   제조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철강플랜트에서 파워플랜트의 랭킨사이클에 기반한 

폐가스의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   그리드 배출 계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   폐가스의 순발열량, 그리고 보충 및 보조 연료;
·   연소된 보충 및 보조 연료의 양과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 의해 소비된 폐가스의 양;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 의해 생산된 순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프로젝트 파워플랜트에서 사
용된 것 같은 유형의 폐가스
와 양을 이용하는 랭킨사이클 
기반의 파워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시나리오
그린필드의 철강공장 내에서 
폐가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
하는 파워플랜트에 기반한 에
너지 효율이 높은 복합화력발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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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6  반도체 제조 시설에서 감소시스템의 설비로부터 CF4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기존 반도체 제조 시설에서 반도체 에칭프로세스로부터 발생하는 CF4를 감소시
키기 위한 감소시스템을 구축.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CF4 배출의 파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지난 3년에 CF4가 배출되고 CF4감소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의 생산라
인에 적용가능하며;  

·   CF4가 임시적으로 저장되거나 후속 감소공정에서 소비되지 않으며;
·   CF4가 사용되는 같은 산업시설 사이트에서 CF4가 감소되고 감소될 CF4가 

다른 설비로부터 들어오지 않으며;
·   화학증기증착(CVD)공정으로 부터의 PFCs의 감소에 관한 프로젝트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되기 전 수년간 소비된 CF4의 양;
·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되기 전 수년간 생산된 반도체 기판의 양.     
모니터링:
·   소비된 CF4의 양;
·   생산된 반도체 기판의 양;
·   모니터링 간격동안 감소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전 덕트에 추가된 보정된 헬륨

가스의 보정 유량;
·   감소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헬륨가스의 농도;
·   감소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가스에서의 CF4의 농도;  
·   질량유량 제어기의 온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CF4가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사용된 후에 대기중으로 벤트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CF4가 에칭 단위공정 후단에 
위치한 촉매산화 공정(감소시
스템)에서 회수되고 파괴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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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7  고전압 직류 전원의 전송 라인 설치  
프로젝트 유형 ·   파워가 생성되고 공급되는 원점에서 수요자가 있는 곳까지 파워의 전송을 위한 그린

필드 고접압 직류 전원(HVDC)의 파워 전송라인(들)의 설치; 또는  
·   현재 사용되는 파워 전송라인을 새로운 HVDC 파워 전송라인으로 교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저효율의 전기 전송라인 대신에 에너지 고효율의 전기 전송라인.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HVDC 파워전송선을 설치하고 이용하는데 투자해야하며;  

·   프로젝트 참여자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통행권 요구 사항이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
보다 작다는 것을 변수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   이 방법론을 HVDC 전송 라인의 새로운 조각 구성에 의해 기존의 그리드를 개조 또
는 확장하는 활동의 프로젝트에 적용 할 수 없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전송라인의 기술적인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위

해 필요한 데이터. 이것에는 전압, 길이,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그리고 기준선 전송
라인의 변전소 간격이 포함된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해외 프로젝트 전송라인을 사용한 공급지점으로 부터의 배기된 

총 전기;
·   수전지점에서의 순 전기;
·   베이스라인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하에서 전송라인을 위한 통행권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효울 전송라인의 구축 및 
지속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에너지 효율이 높은 HVDC 
전송라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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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8  스팀 생산을 위한 암모니아 플랜트 가스의 활용 
프로젝트 유형 기존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에서의 열 생산을 위해 배출되던 암모니아 가스를 플랜트에 이

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메탄배출의 파괴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AOG는 기존 암모니아 생성 플랜트 및 동일한 프로젝트 경계의 인근 시설에서 열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증기를 생산하는데 사용 되며; 

·   기존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의 최초 운영시점에서부터 배출된 AOG의 양은 프로젝트 활
동의 시행 이전까지 입증 받아야 하며;

·   당사국 규정상 AOG의 물리적, 화학적 특정 가스의 배출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과거 몇 년 동안 기존의 암모니아 생산 시설에서 배출된 AOG의 크기;
·   과거 암모니아 총 생산량;
·   과거 AOG에서 메탄의 평균 부피 분율.
모니터링: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스팀 발생의 사용과 회수된 AOG의 부피;
·   암모니아의 총 생산;
·   프로젝트 활동에서 회수된 AOG 메탄의 평균 부피 분율;
·   AOG의 탄소 농도;
·   AOG 연소에서 발생하는 순발열량;
·   암모니아 회수 경계 외로 배출된(exhaust out) 메탄의 부피 분율;
·   AOG의 암모니아 회수 경계 대기 밖으로 배출된 가스의 부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AOG가 대기로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AOG는 회수와 열을 생성하
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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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99  기존 열병합발전소에 새로운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터빈 설치  

프로젝트 유형 기존의 열병합 발전 (CHP) 플랜트가 있고 그리드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기존의 전기 소비 
설비 및 폐열을 소비하는 기존의 열병합 발전소 현장에 새로운 천연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터빈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저탄소 전력;

·   에너지 효율.
그리드 또는 단독 파워플랜트와 열 공급하는 고-집약적-온실가스 전기 생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열 회수스팀생산(HRSG)으로 부터의 스팀이 직접적으로 최종 사용자/소비자에게 공
급되지 않으며;  

·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적어도 3년 동안에 걸쳐 기존 열병합 플랜트(CHP)가 전기와 
스팀을 생산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기존 열병합 플랜트에서의 과거 스팀생산량;   
·   기존 열병합 플랜트에서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연료의 양, 배

출계수, 그리고 순발열량(NCV). 
모니터링:
·   그리드로 공급되고/거나 전기소비시설에 공급된 가스터빈에 의해 생성된 전기;
·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기존 스팀터빈 발전기(STG)로 그리드에 공급되었던 전체전기;
·   열회수스팀 발전기(HRSG)로부터 프로젝트 시설에 의해 생산된 스팀;
·   기존 스팀보일러들에 의해 생산된 스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고-집약적-탄소 연료
를 사용하여 그리드에서 또는 
단독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기
존 스팀보일러에서 스팀/열이 
생성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가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생산되고 열/스팀이 가스터빈
으로 부터의 폐열로 생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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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0  통합 태양광 복합발전(ISCC) 프로젝트 
프로젝트 유형 통합 태양광 복합발전(ISCC)프로젝트의 실행.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될 수 있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하다;  
     - 기존의 복합화력발전소를 태양광복합발전으로 전환; 또는
     - 기존의 단일 사이클 가스터빈발전소를 배타적으로 태양광필드와 보충연

소로 구성되어 있는 태양광복합발전소로 전환; 또는
     - 프로젝트 활동이 배타적인 태양광필드와 보충연소로 구성되어 있는 태양

광복합발전(ISCC)으로 전환;   
·   전기 태양광 용량은 ISCC의 전기 스팀 터빈 용량의 15%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태양 스팀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팀의 평균 온도, 압력, 질량유량;
·   팀 터빈에 입구와 콘덴서 출구에서의 고압과 저압 스팀의 평균 온도, 압력, 

그리고 질량유량;
·   가스터빈에서 생성되는 총 전기;
·   ISCC에서의 순 전기발생량;
·   보충연료의 질량 또는 부피, 순발열량, 그리고 배출계수;
·   그리드 배출 계수 그리고/또는 보충 연소의 배출계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고-카본-집약적 연료를 사용
하여 그리드에서 전기가 생성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가 태양전지로부터 생성
된 스팀을 이용하여 만들어지
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어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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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1 고속 승객 철도 시스템
프로젝트 유형 신 고속 철도시스템의 운영과 개발. 기존의 고속철도시스템의 확대. 기존철도시

스템을 고속철도시스템으로 향상 및 대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운송수단(고속철도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
은 운송수단(비행기, 버스, 기존 철도, 오토바이, 승합차)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고속철도시스템을 위해 철도기반의 인프라를 구축. 새로운 철도 

인프라는 기존의 고속철도시스템의 확장을 도모. 기존철도시스템을 고속철도
시스템으로 향상 및 대체가능하다;

·   이 방법론은 도시간의 승객 운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   고속철도시스템의 경계는 동일 국가 안에 존재하여야 하며, 고속철도시스템 

프로젝트에서 역간의 평균거리는 적어도 20km가 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수송수단의 승객 당 총 이동한 이동거리와 수송수단의 승

객-킬로미터 당 베이스라인 배출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변수들의 데이

터

모니터링:
·   고속철도시스템 프로젝트에 의해 이용한 승객의 수;
·   프로젝트 승객 및 프로젝트 활동의 부재 시 기존의 운송시스템을 통해 여행

한 승객의 수;
·   승객들의 여행거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버스, 기차, 자동차, 오토바
이, 비행기와 같은 기존운송
시스템이 도시 간에 승객을 
운송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존 도시간의 운송수단을 부
분적으로 고속철도시스템에 
의해 대체하여 도시 간에 승
객을 운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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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2
그린필드 산업시설 구매자에게 전기와 스팀을 공급하는 그린필드 
열병합 발전설비와 여분의 전기를 그리드 그리고/또는 프로젝트 
고객들에게 송전  

프로젝트 유형 그린필드 산업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와 열 생산을 위한 그린필드 현장에 
열병합 발전소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집약적-탄소 수단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전기와 스팀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기상이나 액상이어야 하며; 
·    프로젝트 열병합시설의 열/전력의 생산비가 1이상이어야 하며;
·    프로젝트 시설은 그린필드 산업체 소비자의 모든 전기와 열/스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    프로젝트 시설의 소유주가 또한 그린필드 산업체 열 소비시설의 소유주어

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소비자들의 자가발전기를 위한 과거 전력생산과 화석연료소비량.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전기와 산업체 소비자, 그리드, 그리고 프로젝트 소

비자들에 의해 소비되는 전기;
·   프로젝트에 의해서 생산되고 산업체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스팀/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그린필드 산업체 소비자와 프
로젝트 소비자들은 자가발전
기 또는 그리드에 의해 공급
되는 전기를 사용한다. 그린
필드 산업체 소비자는 스팀생
산을 위해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그린필드 산업체 소비자는 화
석연료 열병합시스템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와 스팀만을 사
용한다. 프로젝트 소비자들은 
화석연료 열병합 시스템에 의
해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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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3  고립된 그리드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유형

새로운 또는 기존 고립된 그리드와 연계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고립된 그리드로 제공될 수 있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는 다음 에너지원 중 하나를 사용 하며; 물, 바람, 지

열, 태양광, 파도 또는 조력.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파워플랜트는 적용
되지 않으며;

·    수력의 경우, 특별한 적용 조건이 제시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고립된 그리드의 배출 계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고립된 그리드에 제공되는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전
기 (예를 들면, 디젤 발전기)
로 생성되는 전기의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신재생에너지 파워플랜트가 
화석연료에 의해 생성되는 에
너지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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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4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정 국가의 전력그리드의 상호접속
프로젝트 유형 두개의 그리드를 연결하는 한 개 또는 다수의 새로운 상호접속라인의 구축(즉, 

메인그리드와 예전의 고립 그리드의 계통연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고-집약적-온실가스 출력의 대체.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예전에 고립된 그리드에서의 설치된 총 전력용량은 프로젝트활동이 실행되
기 전에 연간 메인 그리드에서의 설치된 총 전력용량의 10% 미만 이어야
하며; 

·   예전에 고립된 그리드는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되기 전에 어떤 그리드와도 
상호 접속이 없었던 그리드이며;

·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된 후에는 최종 그리드(예전에는 고립된 그리드와 주 
그리드)의 운영을 책임지는 단지 한 개의 파견센터가 존재하여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예전에 고립된 그리드의 그리드 배출계수. 
모니터링:
·   예전 고립된 그리드로 전송되는 전기의 양;
·   프로젝트 활동 하에서 설치된 장비로부터 배출되는 SF6의 평균값;
·   예전에 고립된 그리드에서부터 주 그리드 외에 다른 그리드(들)로 전송되는 

전기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상호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립된 그리드의 전기 수요는 
고립된 그리드에 연계된 파워 
유닛에 의해 충족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상호접속이 이루어지고 고립
된 그리드의 전기 수요는 부
분적으로 주 그리드로 부터의 
파워 유닛으로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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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5  동적전력관리를 통한 데이터 센터에서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유형 기존 데이터 센터에 동적전력관리(DPM)의 도입.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데이터 센터가 서버를 작동하고 냉각시키는데 더 적은 전기를 소비할 것이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기 전에는 동적 전력관리(DPM) 시스템 없으며; 데
이터 센터의 총 서버 용량을 실제적 수요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는 조직적
인 방법이 없었으며; 전기소비를 절감 서버 작동 모드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데이터 센터에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3년 동안의 부하와 작동 시간에 관한 정보;
·   유휴모드 및 모드 해제 시 기존 서버의 전력 소비;
·   기존 서버의 정보처리 용량;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 모니터링 될 수 있다). 
모니터링:
·   서버의 작동해제 시간;
·   서버의 부하;
·   기술의 시장점유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데이터 센터 서버가 수요에 
관계없이 “항상 작동모드”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처리 
부하가 걸리는 공정이 필요없
을 때 “모드해제”로 전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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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6  새로운 킬른 설치를 통해 석회생산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 유형 기존의 석회 생산 시설내에 새롭고 더 에너지 효율 높은 킬른으로 기존의 킬른
을 교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더 높은 에너지 효율 기술을 사용한 석회 생산.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석회생산 시설이 기존 시설이고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기 전 적어도 3년의 
운전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   기존 및 새로운 킬른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   새로운 킬른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지만 연소효율은 향상시키지 않으며; 
·   교체된 킬른은 폐기되어야 하고 다른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소비된 연료의 양과 순발열량; 
·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소비된 전기의 양; 
·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생산된 석회의 양. 
모니터링:
·   사용된 석회석의 양;
·   생산된 석회의 양;
·   연료와 전기의 양과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효율의 킬른을 사용한 석회
의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의 킬른
을 사용한 석회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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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7  새로운 천연가스연료 기반의 열병합 발전소
프로젝트 유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전기 그리드에 전기를 공급하며 기존 혹은 새롭게 형성

된 난방 네트워크에 열을 공급하는 새로운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그리드에서 전기의 교체 그리고/또는 고-집약적-탄소 수단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열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천연가스가 프로젝트 열병합발전소에서 주요 연료로 사용되며; 
·   천연가스와 베이스라인 연료는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하며;
·   난방 네트워크 내의 소비자들은 열병합에 의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지 않아야 한

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난방 네트워크의 평균 열 손실;
·   전기와 열 생산의 베이스라인 배출계수;
·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화석연료의 순발열량.
모니터링:
·   전기그리드로 공급되는 프로젝트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공급되는 열의 양;
·   난방 네트워크 내에 열 생산 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열;
·   열병합 발전소의 생산하는 열/전기 비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와 열이 전력 플랜트와 
난방 플랜트에서의 화석연료 
소비에 의한 고-집약적 탄소
기술에 의해 생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와 열이 천연가스연료 기
반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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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8  에너지 교환을 위한 전기 시스템사이의 상호접속  
프로젝트 유형 두개의 시스템(그리드)을 연결하기 위한 한 개 혹은 다수의 새로운 상호접속 라

인의 설치, 즉, 수전과 송전 시스템의 연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출력의 교체.

고-집약적 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상호 접속은 새로운 전송선의 설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   송전 시스템에서부터 수전 시스템으로 또는 수전시스템에서 송전시스템으로

의 연간 전기 흐름의 관계는 80/20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며;
·   송전시스템은 인증유효기간의 시작 전 최근에 동안에 예비용량의 15%이상

을 가지고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송·수전 그리고 (필요시) 제3자 사이의 역사적인 전기 전송. 
모니터링:
·   송·수신 그리드의 배출계수;
·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 전송된 전기의 양;
·   제3의 시스템으로부터 송전 시스템으로 수신되는 전기의 양;
·   수전 시스템에서부터 제3자 시스템으로 송전되는 전기의 양;
·   프로젝트 활동 하에서 설치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SF6의 평균적인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상호접속시설이 없고 수전 시
스템의 전기수요는 송전시스
템에서 파워유닛에 의해 충족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상호접속시설이 설치되어 있
고 수전 시스템의 전기수요는 
부분적으로 송전시스템으로 
부터의 파워유닛에 의해 충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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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09 전기로에서 직접환원철의 고온 공급의 도입  
프로젝트 유형 기존 또는 새로운 전기아크로(EAFs)에서 원료물질로서 저온직접환원철(CDRI) 대

신 고온직접환원철(HDRI)의 사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효율-에너지 기술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베이스라인은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회수 할 수 있으며; 

·   고온의 환원철 충전으로 부터의 생성물의 품질은 냉각 환원철 충전에서의 
전기아크로 부터의 생성물의 품질과 ±5%차이가 날수 있으며;

·   프로젝트 EAF 유닛(들)은 현장의 직접환원철플랜트(DRP)으로 부터의 DRI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철의 원료로 사용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EAF의 메탈생산 능력. 
모니터링:
·   EAF에서의 전기소비와 배출계수;
·   EAF충전 시스템에서의 전기와 연료의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냉각 DRI충전에 의한 전기아
크로에서의 높은 전기소비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고농
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나타
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고온 DRI충전에 의하여 전기
아크로는 적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고 따라서 전기를 생산
하는데 사용되는 화석연료 연
소로부터의 CO2의 배출이 줄
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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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10  수단전환(Modal shift)에서 액체연료의 운송
프로젝트 유형 신축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액체연료를 운송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탄소배출량이 많은 운송수단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운영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   액체연료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사전-인증된 여러 
노드를 사용하여 운송되며;

·   프로젝트 활동 하에 운송되는 액체연료의 종류는 프로젝트 활동의 타당성평
가에서 CDM-PDD에 명시되며 액체 연료의 유형의 변화는 이후에 허용되지 
않으며;

·   작동하고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운영개선사항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   프로젝트 경계의 지리적 조건에서 다른 운송 수단의 사용을 허용하며(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트럭 등);
·   CDM 프로젝트 활동 시행 시점과 인증실적 인증기간 동안 트럭에 의해 액

체연료를 운반할 도로가 있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액체연료의 운송경로에서 트럭에 의해 사용되는 연료의 양;
·   베이스라인 경로의 거리;
·   트럭을 통해 운송되는 액체연료의 양.
모니터링:
·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액체연료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액체연료가 트럭에 의해 전송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액체연료가 새로 건설된 파이
프라인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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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11 반도체 제조에서 불소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유형 반도체 에칭공정으로 부터의 불소화 온실가스(F-GHGs)의 저감을 위한 기존 반

도체 제조 시설에서의 저감 시스템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여러 가지 불소화 온실가스(CF4, C2F6, CHF3, CH3F, CH2F2, C3F8, c-C4F8, 
and SF6)의 파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기존 생산라인은 2012년 1월 이전에 불소화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   적어도 3년 동안의 과거 정보;
·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되기 3년 전부터 불소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왔으며;
·   저감, 프로젝트 가스들의 회수와 교체에 대해 규정하는 어떤 법규도 없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기 전의 운전조건;
·   반도체 생산의 과거자료.
모니터링:
·   저감시스템의 입구와 출구에서 불소화 온실가스의 농도;
·   저감시스템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가스스트림의 유량;
·   운전 조건들;
·   반도체 생산;
·   베이스라인 기술의 시장점유율;
·   저감시스템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F-GHG의 질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불소화 온실가스(F-GHG)가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사용된 
후 대기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불소화 온실가스(F-GHG)가 
에칭유닛 후단에 위치한 촉매 
산화유닛(저감시스템)에서 회
수되고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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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12 폐기물의 연속 환원 증류를 통한 저-집약적-탄소 발전  
프로젝트 유형 폐기물에 연속반응증류(CRD)기술을 적용하고 그 결과 생성되는 가스는 전력생산에 사용하는 프로

젝트 활동. 이 방법론이 커버하는 폐기물은 도시고형폐기물(MSW), 바이오매스 잔류물 및 타이어이
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배출 방지;
·   신재생에너지.
도시고형폐기물(MSW)과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혐기성 부패에 의한 CH4의 배출이 대안적인 폐기물 
처리공정에 의해 방지된다. 타이어, 바이오매스 잔류물, 그리고 도시고형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CRD기술을 실행하는 신규 플랜트 건설과 관련이 있으
며; 

·   CRD 기술의 부산물(예를 들면, 합성가스, 목탄, 에멀전 연료, 연료유 2-4급 등)이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   타어어가 폐기물로 사용될 때는 단지 생명이 끝난 타이어(ELT)만 사용되어야 하며;
·   프로젝트 활동 하에서 설립된 폐기물 처리 플랜트로 부터의 어떠한 폐기물과 부산물도 혐기성 

조건으로 현장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며;
·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활동이 부재 시 회수될 수도 있는 폐기물의 양을 저감시키지 않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생명이 다한 타이어의 공급처; 
·    도시 고형폐기물의 공급처. 
모니터링:
·   분해가 방진된 유기성폐기물의 샘플과 전체 양에서의 서로 다른 종류별 폐기물 무게분율;
·   스택가스 분석;
·   프로젝트 사이트에서의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생성된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매립지에서 매립가스를 포집
하지 않고 폐기물 분해가 이
루어지고 전기는 그리드에 의
해 공급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연속반응 증류기술이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다. 전기는 최
종 산물로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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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01  매립 가스의 소각 또는 사용
프로젝트 유형

매립가스(LFG)의 포집과 소각 그리고/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용 그리고/또
는 천연가스 분배 네트워크 또는 트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GHG 배출 파괴. 

메탄의 배출 파괴 그리고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포집된 매립 가스가 소각, 그리고/또는; 

·   포집된 매립 가스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또는;
·   포집된 매립 가스가 천연가스 분배 네트워크 또는 트럭을 통해 소비자들에

게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포집된 매립 가스의 양; 
·   매립 가스에서 메탄의 분율;
·   적용이 가능한 경우: 매립 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매립지로 부터의 매립 가스가 
대기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매립지로 부터의 매립가스가 
포집되고 소각된다; 그리고/
또는 에너지(ex. 전기/열 에
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
된다; 그리고/또는 천연가스 
분배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
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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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02  신재생 통한 그리드-연계 전기 생산
프로젝트 유형 신재생에너지 원료를 사용하고 그리드(그린필드 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파워

플랜트의 건설과 운영. 기존의 파워플랜트의 개조, 교체 또는 용량 증설이 또한 
적용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 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파워플랜트는 다음 원료 중 하나를 사용하며: 수력, 풍력, 지열, 
태양열, 파력, 조수 발전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파워플랜트는 적용 불가
하며; 

·   용량 증설, 개조, 대체의 경우, 기존 파워플랜트가 최소 5년의 참고 기간 시
작 전에 상업적인 운전을 시작하였고 프로젝트 실행과 최소 과거 참고 기간
의 시작 사이에 어떠한 용량 증설 또는 플랜트의 개조가 없었으며; 

·   수력 발전의 경우, 프로젝트가 기존에 존재하는 저수지에서 시행되었고 저수
지 부피의 변화가 없었거나 프로젝트의 기존 저수지의 부피가 증가하고 출
력밀도가 4W/m²이상일 경우 시행되어야 한다. 또는 프로젝트가 신규 저
수지로 귀결되고 출력밀도가 4W/m²이상일 경우 프로젝트로 시행가능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 
·   적용가능하다면; 프로젝트의 메탄배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수단
에 의한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 

프로젝트 시나리오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수단
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되는 
전기를 새로운 신재생 파워플
랜트의 설치로 교체하거나 기
존 신재생 파워플랜트의 개
조, 교체 또는 용량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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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03  시멘트 또는 생석회 제조에서 화석연료를 대체 연료 또는 
저-집약적-탄소 연료로 부분 교체함으로써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기존의 클링커 또는 생석회 생산 시설에서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저-집약적-탄소 
화석 연료 또는 대체연료(ex. 폐기물 또는 바이오매스 잔류물)로 일부 대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   신재생 에너지.
집약적-탄소 연료로부터 저-집약적-탄소 연료 또는 대체 연료로 전환을 통해 온
실가스 배출 감축; 바이오매스 잔류물이 처분되거나 제어되지 않는 연소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시작 전 적어도 3년 동안 프로젝트 설비에서 대체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   연소되는 바이오매스는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   전용식재지로부터의 바이오매스는 특정조건이 적용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대체연료 그리고/또는 프로젝트 플랜트에서 사용된 저-집약적-탄소 화석연

료의 양과 순발열량; 
·   생산된 클링커 또는 생석회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클링커 또는 생석회가 고-집
약적-탄소 연료 그리고/또는 
바이오매스의 부패 또는 생산
에 있어, 탄소-집약적 연료 
사용 및 부패 혹은 제어되지 
않은 연소가 CH4를 배출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클링커 또는 생석회가 저-집
약적-탄소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다. 그리고/또는 대체 
연료 그리고/또는 바이오매스
가 연소된다. 



135

ACM0005  시멘트 생산 시 혼합물의 증가
프로젝트 유형 시멘트에서 클링커 비율을 감소하기 위한 혼합물(ex. 비산 회분, 석고, 슬래그)의 

사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클링커 생산으로 부터의 CO2 배출이 클링커의 소량 사용으로 방지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국내에서 판매된 혼합 시멘트에 적용 가능하며; 
·   시멘트 생산플랜트 외부에서 시멘트를 혼합하는 것이 해당국에서 보통의 일

이라면 적용가능하지 않으며; 
·   분쇄전용 플랜트에 적용가능하지 않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플랜트에서 클링커 비율, 지역 내 모든 다른 플랜트에서의 클링커 

비율과 지역 내의 5순위의 혼합시멘트 브랜드;
·   전기배출계수.
모니터링:
·   시멘트와 클링커 생산;
·   클링커 생산에서 원료, 전기 수요와 연료 사용; 
·   시멘트의 생산에서 클링커와 첨가물의 사용;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사용가능한 혼합물은 사용되
지 않는다. 높은 클링커 함유
량을 지닌 시멘트의 생산되고 
많은 CO2배출로 이어진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사용가능한 혼합물이 클링커
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클링커 생
산에 의한 CO2배출이 방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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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06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기과 열 생산
프로젝트 유형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포함한 열 화력발전소에서의 전력과 열 생산. 대

표적인 활동으로 신규발전소, 용량 확장, 에너지 효율 향상, 연료 전환 프로젝트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
·   연료전환;
·   온실가스 배출 방지.
그리드에서의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전기 생산의 교체 또는 현장에서의 열과 전기 생산.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혐기성 부패로부터 기인되는 메탄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전력과 열 또는 열병합 플랜트만이 적용가능하며;
·   전용 식재지로 부터의 바이오매스 잔류물과 바이오매스만 적용가능하며;
·   프로젝트 플랜트에서 화석연료는 혼소될 수 있다. 혼소되는 화석연료의 양이 에너지 

기준으로 총 연소 연료의 80%를 않으며;  
·   전용식재지 바이오매스의 경우, 식재지가 황폐가 되었거나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로 구분된 토지에서 건설되거나 등록된 A/R 프로젝트 활동의 프로젝트 경계 내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 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 활동에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의 양과 수분함량; 
·   프로젝트 활동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 
·   전기와 적용가능하다면 프로젝트 활동의 화석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와 열이 화석연료나 저효
율 바이오매스 전력 및 열발
전소에서 고-집약적-온실가
스 기술에 의해 생산된다. 바
이오매스는 혐기성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부패하여 메탄을 
배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력과 열 생산을 위해 화석
연료 대신에 바이오매스가 사
용되거나 바이오매스를 연료
로한 전력과 열 플랜트에서 
효율이 향상된다. 바이오매스
가 연료로 사용되고 바이오매
스의 부패는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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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07  단일 사이클에서 복합 사이클 전력 생산으로 전환
프로젝트 유형 오픈-사이클 가스 파워플랜트에서 복합-사이클 가스 파워플랜트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연료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크레딧 발행기간 동안 프로젝트는 기존의 가스터빈 및 엔진의 수명을 증가

시키지 않으며; 
·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기존 오픈-사이클 가스 파워플랜트의 전기 생산 (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
·   기존 오픈-사이클 가스 파워플랜트의 연료 소비.

모니터링:
·   복합-사이클 가스 파워플랜트의 전기 생산; 
·   복합-사이클 가스 파워플랜트의 연료 소비; 
·   그리드 배출계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오픈-사이클 가스 파
워플랜트에 의해 생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오픈-사이클 가스 파워플랜
트가 더 효율이 높은 전력 
생산을 위해 복합-사이클 가
스 파워플랜트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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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08
탄층메탄, 탄광메탄 및 대기 중 메탄을 포집하여 전력(전기 또는 
동력장치)과 열 그리고/또는 소각 또는 에 사용하거나 혹은 소각 및 
화염산화를 통한 메탄 파괴에 관한 통합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신규 및 기존 탄광으로부터 생성된 탄층메탄, 탄광메탄 또는 대기 중 메탄을 산
화 또는 에너지 생산을 통해 포집과 파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메탄 배출의 파괴와 고-집약적-온실가스 서비스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참가자자들은 메탄 수요의 사전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   프로젝트에 의해 포집된 모든 메탄은 사용되거나 파괴되어야 하며;
·   폐기된/계약 해제된 광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파괴되거나 사용된 메탄;
·   추출된 가스의 메탄 농도;
·   적용가능하다면,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탄광 활동에서 메탄이 대기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탄광 활동에서 생성된 메탄이 
포집되고 산화에 의해 파괴되
거나 전력과 열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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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09  석탄 및 석유연료를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
프로젝트 유형 산업공정을 위한 열 생산에서 석탄 또는 석유 연료를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열 생산에 있어 탄소-집약적인 연료를 저-집약적-탄소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온
실가스 배출을 감축.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전까지 천연가스를 사용한 적이 없어야하며; 
·   연료는 전기의 열 병합 또는 산화제로 사용되지 않지만, 지역난방을 위한 

열 또는 열 이외의 산업적 산출물을 생산하며; 
·   프로젝트는 열 산출물의 용량과 요소 공정의 수명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또

한 통합 공정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연료의 양, 순발열량 그리고 CO2 배출계수; 
·   석탄과 석유연료에 의한 요소공정의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   프로젝트의 요소공정에서 연소된 천연가스의 양, 순발열량, 그리고 CO2 배

출계수; 
·   천연가스가 연소될 경우 요소공정의 에너지 효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석탄 또는 석유가 열을 생산
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천연가스가 석탄 또는 석유연
료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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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0  분뇨 관리 시스템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기존의 혐기성 분뇨처리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한개 또는 한개 이상의 동물성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 교체되는 축산농가
(소,물소, 돼지, 양, 염소 그리고/또는 가금)에서의 분뇨 관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메탄 배출의 파괴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축산 집단이 제한된 조건에서 관리되는 농장;

·   분뇨를 자연 원수로 배출하지 않는 농장. (ex. 강 또는 하구 퇴적지);
·   혐기성 라군(lagoon) 처리시스템의 경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분뇨관리

에 사용되는 라군의 깊이는 최소 1m가 되어야 한다; 
·   처리 사이트의 매년 평균적인 주변 온도는 5℃ 보다 높다;  
·   베이스라인의 경우 혐기성 처리시스템의 분뇨 폐기물의 최소 체류 시간은 1

개월 보다 더 길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각 집단의 두수와 각 집단의 평균 동물 무게;
·   식사섭취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일 평균 총 에너지 섭취량이 모니터링 되어

야한다; 
·   전기 및 화석 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프로젝트 활동 부재시 기존 
분뇨 관리 시스템 또는 설치
될 시스템은 메탄을 대기로 
배출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동물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서 
메탄의 포집으로 더 적은 온
실가스가 배출된다. 메탄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고-
집약적-온실가스 에너지 생
산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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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1 전기 생산을 하는 기존의 발전소에서 석탄 그리고/또는 석유 연료를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에 대한 통합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기존의 발전소의 연료인 석탄 또는 석유 고형연료로부터 천연가스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석탄 또는 석유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적어도 과거 3년간 운전 실적이 있어야 하며; 

·   연료 전환은 석탄 그리고/또는 석유 연료에서 천연가스로만 가능하며;
·   그리드 혹은 단독소비자(captive consumer)만을 위한 전력만이 생산되며;  
·   프로젝트는 발전소의 주요한 개조/수정과 관련 없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과거 연료소비와 전력 생산; 
·   전기 배출계수(사후 모니터링도 가능함).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양, 순발열량, 배출계수; 
·   전력 그리드 혹은 소비설비로 공급되는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석탄 그리고/또는 석유연료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천연가스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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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2 폐기물 에너지 회수 프로젝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통합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새로운 전력 그리고/또는 열 그리고/또는 기계적 에너지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또는 기존에 사용되는 설비 보다 더 효율적인 발전설비의 설치하여 기존 또는 
새로운 산업 시설에서 폐열, 폐가스 또는 폐압력으로 부터 에너지가 회수되고 가
정 내에서 소비되거나 수출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탄소-집약적인 에너지/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폐기물 에너지 회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부재 시, 모든 폐기물 에너지는 연소되거나 대기 중으로 배출되며; 
베이스라인 상황에서 폐기물 에너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
젝트가 사용되는 폐기물 에너지 사용 비율을 증가시키며;.

·   용량증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새로운 용량은 신 설비로 취급되어야하며, 그
러므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결정에 대한 적용가능 가이드, CDM 프로젝트
의 부재 시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캡을 부여하고 폐기물 에너지 사용의 증명
이 결정되어야하며; 

·   프로젝트에 의해 에너지 생산하는 시설과 수신하는 시설의 소유기관이 다를 
경우 두 기관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수신 플랜트에 공급되는 전기/열의 양;
·   프로젝트 기간에 폐기물 에너지 스트림의 양과 매개변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수용 시설에 적용하도록 탄소
-집약적인 원료가 지속적으
로 열/전기/기계에너지를 공
급하며 폐기물 에너지원으로
부터 회수되지 않은 에너지는 
계속해서 폐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열/전기/기계에너지가 폐기물 
에너지 소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에 의해 생산되고 그리드
그리고/또는 수신 설비 내 
적용을 위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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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3 저-온실가스-집약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화석연료 연소 발전소와 
연계된 새로운 그리드의 설치와 운영

프로젝트 유형 화석연료가 아닌 고효율 전력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그리드에 공
급하는 새로운 화석연료 연소 전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ex. 초임계 석탄 연소 
발전소의 건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효율의 새로운 그리드-연계 화석 연료 연소 발전소의 건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력만 적용가능하며(열병합은 해당안됨);

·   식별된 베이스라인 연료 카테고리는 전세계 이해당사자 자문을 위한 PDD의 
발행 전 가장 최신 5개 회계연도에서 상업적인 운전을 위해 계약이 된 발전
소 총 정격 용량의 50% 이상에서 주 연료 카테고리로 사용되며;   

·   적어도 5개의 새로운 플랜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플랜트와 유사하게 식별 
된다(베이스라인 식별 과정에서).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가장 가능성 있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의해 식별된 전력 생산 기술의 에

너지 효율.
모니터링:
·   프로젝트 활동에서 소비된 연료의 양, 순발열량 그리고 배출계수; 
·   전력그리드로 공급된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저 
효율 신규 그리드 연계 파워 
플랜트에 의해 생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가 적은 화석연료를 사용
하는 고효율의 새로운 그리드
-연계 발전소에 의해 생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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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4  폐수의 처리
프로젝트 유형 새로운 혐기성 소화기에서 전기 또는 열 생산을 위해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포집과 소각 

또는 사용하는 폐수의 처리; 폐수의 탈수와 토지에 적용; 베이스라인 상황에서와 같은 처
리 플랜트에서의 폐수 처리 그러나 새로운 혐기성 소화기에서 제1차 그리고/또는 제2차 
침전기로 부터의 슬러지 처리 또는 분명한 호기성 조건에서 슬러지 처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메탄 배출의 파괴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열린 라군(open lagoons) 또는 슬러지 구덩이의 평균 깊

이는 적어도 1m 이며;
·   열린 라군 또는 슬러지 구덩이 시스템에서의 체류 시간은 적어도 30일 이어야하며;
·   프로젝트 활동에서 고형물질의 포함은 다음에 한하여 적용하며;

(ⅰ) 그러한 고형 물질이 폐수를 생산하는 산업 설비에서 생산되다; 그리고
(ⅱ) 고형 물질이 프로젝트에서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생산될 수 있으며;

·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 동안에 생산된 슬러지는 혐기성 분해에서 가능한 메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적용 전 현장에 저장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처리되는 폐수 또는 슬러지의 양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수집된 바이오 가스의 양과 바이오가스에서 메탄의 농도;
·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의 순 양;
·   탈수되어 토지에 적용한 폐수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존의 폐수 처리 시스템은 
대기 중으로 메탄을 배출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메탄의 
포집은 적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 메탄을 에너지원으
로 사용할 경우, 고-집약적-
온실가스 에너지 생산의 교
체. 폐수가 탈수되는 경우와 
산출물이 토지에 적용되는 경
우에는 적은 양의 메탄이 대
기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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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5 시멘트 킬른(Kiln)에서 클링커 생산에 있어 탄산염이 함유되지 않은  
대체 원자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통합된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시멘트 킬른에서 클링커 생산에 있어 탄산염이 함유되지 않은 대체 원자재로 전
부 또는 부분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공급원료 전환.
클링커의 생산에서 무탄산염 공급 원료로의 전환을 통해 공정 CO2 배출을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클링커의 종류와 수량, 에너지효율과 연료의 사용은 변하지 않으며; 
·   플랜트에서 클링커 생산에 이전까지 비 탄산염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   프로젝트 지역 내에 모든 기존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비탄산염

의 양의 1.5배가 확보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과거 원재료 사용과 클링커 생산.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소비된 대체 자재의 양; 
·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클링커의 양; 
·   특정 킬른의 열량 소비량; 
·   전기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탄산칼슘 그리고/또는 탄산마
그네슘을 포함한 원재료(ex. 
석회석)가 클링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탄산염을 포함하지 않은 대체
원료가 클링커를 생산하기 위
해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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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6 대량고속수송(MRT) 프로젝트에 대한 베이스라인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전통적인 도시버스 운행에 의한 대중 운송 시스템을 대체한 승객수송을 위한 도시 또는 
교외지역에서의 철도기반 또는 버스기반인 대량고속수송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가스 연료가 사용된다면  CH4-집약적인 운송 수단(기존 혼합
된 교통 조건에서 운행되던 단체버스)을 저-온실가스-집약적인 수단(신규 철도-기반시스
템 또는 분리된 버스 노선)로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기존버스노선(예를 들어, 버스 폐기, 버스노선 재조정 및 폐쇄)을 교체하
기 위해 신규철도 또는 분리된 버스노선을 설치한다. 도시간의 간선급행버스시스템에 
공급 장치(Feeder plus)가 추가된 경우는 AM0031방법론을 추천하며; 

·   이 방법론은 도시 또는 교외여행에 대해서 적용가능하며, 도시간의 교통에 대해서는 
적용불가능하며;

·   이 방법론은 기존에 존재, 운영하는 버스노선 또는 철도기반시스템의 운영개선(예를 
들어, 신규 및 대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승객의 광범위한 조

사가 이루어져야한다.(즉,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승객이 베이스라인에서 사용되는 거
리와 교통수단).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운송된 승객의 수;
·   특정 연료소비, 객실 이용률과 다른 이동수단을 통한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영향 받은 

도로 위의 차량의 속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승객들은 혼합된 교통조건 속
에서 운영되는 버스, 기차, 
자동차, 엔진 없는 운송 수단 
등이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운송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송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승객들은 혼합된 교통조건 속
에서 기존 버스로 운행되는 
운송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대
체하는 새로 개발된 철도 기
반의 시스템 또는 분리된 버
스노선을 사용하여 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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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7  연료로 사용될 바이오디젤의 생산
프로젝트 유형 기존의 고정 설비(ex. 디젤발전기) 그리고/또는 차량에서 연료로 사용 될 혼합 바이오디

젤의 생산을 위한 바이오디젤 생산 플랜트의 건설과 운영. 바이오디젤은 페유/폐지방 그
리고/또는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서 황폐되었거나 황폐화가 진행 중인 토지위의 전용 식재
지에서 재배된 식물로부터 나오는 오일시드로부터 생산되는 식물 오일로부터 생산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차량 그리고/또는 고정 설비에서 연소를 위한 고-집약적-온실가스인 화석연료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에스테르화(바이오디젤의 생산)를 위해 사용된 알콜은 화석연료 기원의 메탄올이며; 
·   혼합 바이오디젤을 소비/연소하기 위한 소비자의 고정 설비 또는 차량 엔진에 개조

가 필요하지 않으며; 
·   가능하다면, 식재지는 황폐가 되었거나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로 구분된 토지

에서 건설되거나 등록된 하나 또는 여러 개 A/R 프로젝트 활동의 프로젝트 경계 내
에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   혼합 바이오디젤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생산자로 하여금 혼합 바이오디젤의 소비를 모
니터링 하는 것을 허용하며, 소비된 혼합바이오디젤에대해서 CER을 요구 할 수 없
다는 것을 명시한 계약에 의해 구속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폐오일/폐지방 또는 당사국 소비자가 석유디젤을 대체하기 위해 소비한 전용 식재지

에서 재배된 원료  페유/지방 및 원료에서의 바이오디젤의 양; 
·   50km 이상의 거리가 다루어진다면 오일시드, 바이오매스잔류물, 식물성 기름, 폐유/

폐지방, 바이오디젤의 운송으로 부터의 프로젝트 배출; 화석연료(메탄올 포함) 그리고 
전기 소비;

·   적용가능하다면, 오일시드의 재배와 관련된 프로젝트 배출량(CO2, CH4, N2O)을 모니
터링하기 위한 매개변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석유디젤의 소비.

프로젝트 시나리오
혼합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기
존설비(ex. 디젤발전기) 그리
고/또는 차량에서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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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8 전력 전용 플랜트에서 바이오매스 잔류물을 통한 전기생산에 대한 
통합된 방법론

프로젝트 유형 현재 전력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그린필드) 사이트의 새로운 바이오매스 기반 전력 플랜트에서 
바이오매스 잔류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전력 생산, 기존 발전소 옆에 운영 유닛의 교체와 설치(용량 
확장 프로젝트), 기존 발전소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젝트 또는  설비에서에너지효율 향상 프로
젝트 혹은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 잔류물로 교체(연료 전환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효율;
·   연료 전환.
현장 또는 그리드에서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전기 생산의 교체.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혐기성 부패
에서의 메탄 배출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만약 생산 공정으로 부터의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면, 프로젝트 시행이 원료 투입량의 공정 용
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   이 방법론은 전력 전용 플랜트에만 적용되며; 
·   바이오매스 잔류물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바이오매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   화석연료가 프로젝트 플랜트에서 혼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혼소되는 화석연료의 양은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되는 총 연료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   기존의 설비의 경우, 배출량 감축분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 과거 3년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

며;
·   연소 전에 바이오매스 잔류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젝트(ex. 폐오일의 에스테르화에 의

한 발효와 가스화)는 이 방법론에 적용할 수 없다. 바이오매스 잔류물은 그러나 건조, 펠릿화, 
파쇄, 연탄화와 같은 물리적 처리는 가능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적용 가능 시;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기; 
·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양과 수분함량 그리고 프로젝트의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
거나 저 효율 파워플랜트에 
기반을 둔 고-카본-집약적인 
기술에 의해 생산된다. 바이
오매스 잔류물은 혐기성 조건
에서 부분적으로 부패하여 메
탄을 배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사용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한다. 
연료로 사용된 바이오매스 잔
류물의 부패가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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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19  질산 생산으로 부터 N2O 저감
프로젝트 유형 질산 플랜트에서 N2O 저감 장치가 도입된 프로젝트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의 파괴.

저감 장치를 통한 N2O 배출량의 파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N2O 농도와 총 가스 유량의 연속적인 실시간 측정이 프로젝트 활동의 크레딧 기

간 동안 N2O 배출량의 저감 후에 테일 가스 스트림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   질산 플랜트에서의 N2O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파괴를 규정하는 법 혹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생산된 질산.

모니터링:
·   테일 가스의 가스 스트림에서의 N2O의 질량 유량;
·   생산된 질산;
·   제3차 N2O 저감 설비로 공급하는 라인의 우회밸브가 열려있는 동안의 사간 분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질산 생산 동안에 발생한 
N2O의 대기 중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각기 다른 저감 장치의 설치
를 통한 N2O 배출의 파괴
(ex. 제2 혹은 제3의 저감 
시스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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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20 열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잔류물 혼소 그리고/또는 그리드와 
연계된 발전소의 전기생산 

프로젝트 유형 단일 유형의 바이오매스 잔재 혼소 열 발생 장비의 운영. 열 발전기의 열 산출물은 현장
에서 전력만 생산하는 플랜트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열병합 플랜트에서 열병
합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대표적인 활동은 기존 혹은 새로운 열 발생 장비에서 부
분적으로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 잔류물로 교체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및 현장에서의 열과 전기 생산에서의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전기생산을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만약 생산공정에서 바이오매스가 사용되었다면, 프로젝트의 시행의 결과로 원자재 투
입량 공정능력의 증가의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되며; 

·   일반적인 바이오매스가 아닌 바이오매스 잔재만 적용가능하며;
·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혼소의 양은 에너지 기반으로 연소되는 총 연료량의 50%를 초

과해서는 안 되며; 
·   바이오매스가 확인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혼소되지 않으며 프로젝트 활동에서와 

같은 유형의 화석연료가 확인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연소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적용가능하다면, 그리드 배출계수(사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양과 수분함량;
·   프로젝트 활동에서 생산되는 전기 그리고/또는 열; 
·   프로젝트 활동의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 또는 열이 화석연료 기
반을 둔 고-탄소-집약적인 
기술에 의해 생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력 또는 열생산에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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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21 향상된 킬른 디자인에 의한 숯 생산으로 부터의 배출 감소 
그리고/또는 메타 저감.

프로젝트 유형 기존 킬른을 향상된 디자인의 숯 킬른 설치, 그리고/또는 기존 또는 새로운 킬른
에 메탄 저감 장치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숯 생산 공정에서 CH4 배출의 방지와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숯 생산에 대한 투입물의 유형과 종류를 바꾸지 않는다;

·   숯 생산 설비에서 발생된 메탄의 배출 방지에 대한 규제가 없다;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기존 시설은 동일한 기계적인 디자
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각 킬른의 숯 생산;
·   각 킬른의 탄소순환구조의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 
·   (적용가능하다면)각 메탄 저감장치의 연소상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숯 생산과 관련된 많은 CH4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숯 생산과 관련된 CH4 배출
의 감소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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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22  대안적인 폐기물 처리공정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는 제시된 하나 혹은 복합의 폐기물 처리옵션과 연관 된다: 호기성 조건에서 퇴비 공

정; 합성 가스 생산 및 사용 위한 가스화; 바이오 가스 수집 및 소각 그리고/또는 사용되는 
혐기성 소화(이는 바이오가스의 업그레이드와 공정 후 천연가스 분배그리드를 통한 분배를 포
함한다); RDF를 생산하는 기계적/열적 처리 공정/안정화된 바이오매스(SB)와 그의 사용; 에너
지 생산, 전기 그리고/또는 열을 위한 신선 폐기물의 소각; 공동퇴비화에 의해 또는 혐기성 소
화조에서 고형 폐기물과 조합한 폐수의 처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   신재생에너지.
대체 폐기물 처리공정에 의해 방지되는 유기폐기물의 혐기성 부패에 의한 CH4 배출. 유기성 
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 원료로 쓰인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에서 처리되는 유기성 폐기물 각기 다른 유형의 특성과 비율이 결정될 수 있으며; 
·   병원 및 산업 폐기물은 혐기성 소화, 열적 처리 또는 기계적 처리로 처리되지 않아야 하며;
·   프로젝트 활동은 프로젝트 부재 시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매립가스의 포집 없이 또는 부분적으로 포집하고 이어서 소각시키는 것

과 함께 쓰레기 매립 사이트에서의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이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샘플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의 무게 분율 방치되지 않은 총 유기폐기물의 양; 
·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매립가스를 포집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포집해서 이어 소
각시키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폐기물의 처리. 

프로젝트 시나리오
대안적인 폐기물처리 공정. 
그러한 공정은 비료화, 가스
화, 바이오가스 수집과 소각 
그리고/또는 그것의 사용하는 
혐기성 소화, RDF 및 SB를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한 기계
적/열적 처리공정 또는 에너
지 생산을 위한 신선 폐기물
의 소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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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0023  보일러에 효율 향상 기술의 도입 
프로젝트 유형 효율성 향상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보일러의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효율적인 기술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보일러가 최소 3년간의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   프로젝트 활동 하에 사용되는 효율 향상 기술은 프로젝트 활동 실행 이전 
상업적 기반에 둔 프로젝트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   크레딧 기간에 프로젝트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종류가 또한 프로젝트 
활동의 시행 시점에서부터 가장 최근 3년 동안에 또한 사용되었으며;

·   허용되는 기술로는 오일/물 에멀전 기술, 화력 측면 세정기술과 석탄촉매제 
기술 등이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보일러에서의 과거 연료 소비. 
모니터링:
·   보일러에서 연료소비;
·   보일러에서부터 에너지 생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효율성 향상 기술의 부재에서 
저효율 연소 보일러 운영. 

프로젝트 시나리오
효율성 향상 기술이 보일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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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A.  사용자에 의한 전기 생산
프로젝트 유형 태양, 수력, 풍력 또는 바이오매스 가스화와 같은 신재생 전기 생산이 사용자에 

의해서 신규 설치(그린 필드)로 또는 기존의 현장 화석-연료-연소 발전의 대체로 
실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서비스의 대체 (ex. 냉장고 또는 조명기기).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사용자는 그리드지역의 밖에 있다. 즉, 그들은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지역 간의 그리드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 ex. 소규모 그리드(weak 
gird);

·   사용자는 프로젝트 경계 내에 포함 된다;
·   조건들은 저수지-기반 수력발전소에 적용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기존 기술이 대체될 경우 과거 연비 예상 동향 (조명, 일일사용기간이 적용 

가능).
모니터링:
·   모든 시스템 또는 샘플의 연간 검사로 작동여부 확인, 생산 전기 측정;
·   적용가능 시, 에너지 원료의 소비(ex. 바이오매스, 화석연료);
·   적용가능 시, 연계 그리드의 유효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서비스((ex. 조명과 냉장기기)
가 화석-연료-기반 기술(ex. 
등유 램프와 디젤발전기)을 
사용하여 공급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ex. 조명기기를 위한 태양광 
가정시스템, 국내 가전제품을 
풍력베터리로 충전)을 사용한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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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B.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또는 전기에너지 없이 사용자를 위한 기계 에너지
프로젝트 유형 그렇지 않다면, 화석-연료-기반 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계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그리고 다른 기술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기
술의 구축. 기계적인 에너지는 현장에서 개인의 가정 또는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다. 대표적인 적용은 풍력펌프, 수력 방앗간과 풍차이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기
계적 에너지에 추가로 전기를 생산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화석-연료-기반의 기계적 에너지 생산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시스템의 운전 특성(ex. 관계펌프의 높이 vs. 배출과 효율)은 교체

될 예정이거나 교체된 시스템과 유사하거나 더 우수해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모든 시스템의 연간 점검 또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샘플;
·   연간 운영시간은 총 산출물에서 추정할 수 있다(ex. 갈은 곡물의 톤수);
·   적용가능하다면, 소비된 에너지 원료의 종류 별 수량(ex. 바이오매스, 화석연료). 

순 발열량 및 바이오매스의 수분 함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계적 에너지가 화석-연료-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를 사
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용하
여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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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C.  전기 없이 또는 전기를 가지고 열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유형 바이오매스 기반 열병합(열/전력)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열에너지 

생산.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기존의 시설을 개조 또는 수정하는 프로젝트가 
등록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열에너지 생산을 대체, 고-집약적-온실가스 열과 전력 생산
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바이오매스에 기반을 둔 열병합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등록가능하
다. 전기/난방이 단독 사용 그리고/또는 다른 시설에 공급된다. 전기 또한 
그리드로 공급될 수 있다;

·   만약 고체 바이오매스가 사용된다면, 신재생바이오매스만이 단독으로 사용된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숯 또는 바이오매스 연료가 사용된다면, 연
료 생산으로부터 모든 프로젝트 또는 누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 계수(사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모니터링:
·   만약 배출 감소가 에너지 입력에 기초해서 계산된다면 각 바이오매스 배치

를 위해 균일한 품질의 바이오매스 수분함량이 예측으로 고정될 수 있다; 
·   프로젝트에 의해 전송되는 열에너지(질량유량, 온도, 압력 그리고/또는 교체

된 단독 전기;
·   소비된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의 양;
·   크레딧 기간의 첫해 바이오매스의 순발열량이 일단 결정되어야 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카본-
집약적 기술에 의한 에너지
(열 또는 열과 전력)생산. 개
조나 용량증설의 경우, 개조
와 용량 증설 없이 기존 신
재생파워유닛의 운전.

프로젝트 시나리오
개조된 기존 시설 내 화석연
료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생산 유닛의 개
조 또는 교체를 통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 유닛의 설
치에 의한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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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D.  신재생에너지 전기 생산과 연결된 그리드
프로젝트 유형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고 그리드(그린필드 파워플랜트)로 전기를 공급하는 파

워플랜트의 건설과 운영 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고 그리드로 전기를 공급
하는 기존 파워플랜트의 개조 교체 또는 용량 증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그리드로 제공할 수 있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열과 파워의 병합생산은 등록가능하지 않다(AMS-I.C.가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
·   저수지 기반 수력 발전기를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적용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 계수(사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   균일한 품질의 바이오매스의 수분함량이 예측으로 결정될 수 있다. 
모니터링:
·   그리드에 공급되는 순 전기의 양; 
·   소비되는 바이오매스/화석연료의 양;
·   크레딧 기간 첫 번째 해에 일단 바이오매스의 순발열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그리드로 공급하는 전
기.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드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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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E. 사용자에 의한 열 적용을 위해 비-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로 부터의 전환

프로젝트 유형 비-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를 대체한 최종 사용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도입에 의한 
열에너지 생산. 이들 기술에는 이들에 한정되지 않지만 바이오가스 스토브, 태양 조리대 
또는 패시브 태양광 주택 그리고 안전한 식수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비-신재생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한 응용프로그램을 신재생에너지 기
술을 도입하여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1989년 12월 31일 이래로 비-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가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   프로젝트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동등한 서비스제품으로 교체 되며;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활동 부재 시에 사용된 목질 바이오매스 양에서 재생

과 비-재생 목질바이오매스의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 계수(사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   균일한 품질의 바이오매스의 수분함량이 예측으로 결정될 수 있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 제품의 효율성에 대한 연간 2회 체크(예를 들면, 대표 샘풀로) 그리고 프로

젝트에 의해 사용된 신재생바이오매스의 양에 대한 모니터링; 
·   누출: 비-프로젝트 가정/사용자(과거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했던)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젝트 하에서 절약된 목질바이오매스의 양이 설문조사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만약 가능하면: 사람당 마시는 물의 부피와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날수 그리고 관련 

국가 또는 국제(WHO, US-EPA) 미생물 수질 가이드라인/표준에 대한 준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비-재생 바이오매스의 사용
에 기반을 둔 고-온실가스–
집약적 수단에 의해 열에너지
가 생산되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재생에
너지기술의 사용, 비-재생 바
이오매스 사용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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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F. 단독 사용(captive use)과 소형 그리드를 위한 신재생 전기 
생산

프로젝트 유형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 수력, 조력/파도, 바람, 지열, 그리고 신재
생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 수단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적어도 한 개의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생산 유닛에 의해 지금
도 공급되고 공급되어져 왔던 전기 분배 시스템으로부터 전기를 교체할 것
이며;

·   전기는 새로운 파워플랜트(그린필드)의 설치 또는 기존 플랜트의 용량증설/
개조/교체에 의해 생산되어야 하며;

·   저수지에 기반을 둔 수력플랜트를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적용되며;
·   열병합발전 프로젝트는 등록가능하지 않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만약 가능하다면: 그리드 배출계수(사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모니터링:
·   순전기생산,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 소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국가 또는 지역 그리
드 또는 화석연료 단독 파워
플랜트, 또는 화석연료 연소  
단독플랜트 또는 카본 집약적 
미니그리드와 같은 한 개 또
는 그 이상의 에너지원에 의
해 공급되어져 왔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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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G. 고정 응용프로그램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식물 오일 생산 및 사용 
프로젝트 유형 열병합을 포함한 고정 장비에서 열, 기계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생산을 위해 사

용된 식물 오일 생산. 식물 오일이 전용 농장에서 재배된 식물의 오일 씨앗을 압
착하고 여과하여 생산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정된 설비에서 연소를 위한 고-집약적-온실가스 화석연료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순수한 식물 오일과 10%이상 혼합액이 특수하게 설치되거나 개조된 장비에
서 사용되며;

·   생산된 식물오일의 수출은 허용이 안 되며;
·   오일식물은 산림지역이 아닌 곳에서 재배되고 프로젝트 실행 전 지난 10년 

동안 벌채되지 않았다. 이탄 위에 설립된 농장은 등록자격이 없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연소공정에서의 에너지 소비(예를 들면, 식물오일, 화석연료); 
·   트로파 및 팜 오일에 대한 기본 값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오일식물의 재배

로부터 프로젝트 배출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들;
·   가능하다면: 사전 프로젝트 활동 및 바이오매스의 사용에 의한 누출 배출량;
·   생산된 전기의 양;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열에너지(질량유량, 온도, 난방/

냉각을 위한 압력)의 양
·   200km이상의 거리가 커버된다면 오일 씨드 전송으로 뿐만 아니라 화석연

료와 전기 소비에 의한 프로젝트 배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서비스(예를 들면, 전기, 열, 
기계에너지공급)가 화석연료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오일식물이 재배되고, 식물오
일이 생산되며 화석연료를 대
체하는 전기, 열, 또는 기계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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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H. 고정 응용프로그램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디젤 생산 및 
사용 

프로젝트 유형 바이오디젤이 전용 농장에서 재배된 오일시드와 폐오일/지방으로부터 생산되고 
열병합을 포함한 설비에서 열;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정된 설비에서 연소를 위한 고-집약적-온실가스인 화석연료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순수한 바이오디젤과 10%이상 혼합액이 특수하게 설치 및 개조된 장비에서 사용
되며;

·   에스테르화를 위해 사용되는 알코올은 화석연료로부터 기원된 메탄올이며;
·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수출은 허용 안 되며;
·   오일 식물들은 “CDM A/R 프로젝트 실행을 고려하기 위한 황폐화되거나 황폐화

가 진행되는 토지의 식별을 위한 툴”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등록된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프로젝트 경계 내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배
된다. 이탄(peatlands)위의 식재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연소공정에서의 에너지 소비(예를 들면, 바이오디젤, 화석연료); 
·   자트로파 및 팜 오일에 대한 기본 값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오일식물의 재

배로부터 프로젝트 배출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들;
·   가능하다면 사전 프로젝트 활동 및 바이오매스의 경쟁사용에 의한 누출 배

출;
·   생산된 전기의 양;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열에너지(질량유량, 온도, 난방/

냉각을 위한 압력)의 양;
·   200km이상의 거리가 커버된다면 오일 씨드 전송으로 뿐만 아니라 화석연

료와 전기 소비에 의한 프로젝트 배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서비스(예를 들면, 전기, 열, 
기계에너지공급)가 화석연료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오일식물이 재배되고, 식물오
일이 생산되며 화석연료를 대
체하는 전기, 열, 또는 기계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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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 가정/소규모 사용자를 위한 바이오가스/바이오매스의 열 장비  
프로젝트 유형 주거지역, 상업적인 그리고 기관 장비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재생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활동. 화석연료를 교체하
거나 화석연료 사용을 방지하는 이러한 기술의 예로는 바이오가스 요리 스토브, 
바이오매스 연탄요리 스토브, 작은 규모의 제빵 및 건조시스템, 물 난방 또는 공
간난방시스템이 포함된다.(이것들에 국한되지는 않음)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열에너지 생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각 유닛(ex. 요리스토브, 히터)은 열 150kW와 같거나 작은 정격용량을 가진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열 장비 프로그램의 수; 
·   y년에 여전히 작동되는 열 장비 프로그램의 비율;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에서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
·   y년에 열 장비 프로그램에 의해 소비된 재생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가스의 

순량;
·   바이오매스 유형별 순 발열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열에너
지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재생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
가스에 의한 열에너지 생산. 
화석연료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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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J.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스템(SWH)
프로젝트 유형 온수 생산을 위한 주거 및 상업 용도의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스템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재생가능한 에너지.
온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전기와 화석연료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개조와 신축인 두 유형의 사업이 포함된다;

·   SWH시스템은 시스템 개발자 하여금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운영지표를 포
함하며, 태양열에너지에 의해 가열되는 온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연료 및 그리드의 배출계수
·   적용가능한 대상
    -   화석연료 및 전기 소비에 있어서의 베이스라인 유닛의 효율성
    -   태양 일사량 수준
    -   온수 수요(사용) 시간대(Time)
모니터링:
·   적용가능하다면, 온수 사용량의 패턴, 투입량/산출량 온도, 프로젝트 시스템

의 사향
·   프로젝트 시스템의 유지율
·   태양 전지 패널의 면적 확보(Collecting)
·   프로젝트 시스템에 의해 보조 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온수생산은 화석연료/전기 소
비를 기반으로 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태양열에너지에 의해 온수가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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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K.  가정용 태양열 이용 조리기
프로젝트 유형 요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 가정에 사용될 가정용 태양열 이용조리기 도입하는 

프로젝트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재생가능한 에너지.

태양열 이용조리기의 사용을 통해 화석연료 및 비-재생 바이오매스 사용을 대체 
혹은 사용량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태양열 이용 조리기는 국가 및 국제적인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 및 
생산되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   지역정부는 태양열 이용조리기의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화석연료의 연간 소비(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모니터링:
·   태양열 이용 조리기가 제공된 가정의 수;
·   운영 중인 상태이면서 제공된 태양열 이용 조리기의 비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석연료 또는 비-재생 바이
오매스가 요리를 위해 사용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화석연료 또는 재생 바이오매
스가 태양열에너지에 의해 대
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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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L.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촌지역 전기 공급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실행 전 전기가 없던 농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예를 들면, 

태양광 홈 시스템, 신재생 미니그리드)의 전기가 공급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사용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최종사용자의 75%(숫자대비)가 가정이며;

·   최종사용자들은 프로젝트실행 전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   최종사용자들에게 효율 높은 전구시설이 공급 되며;
·   프로젝트 장비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거나 국내, 광역, 또는 지역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신재생 전기로 공급되는 시설(예를 들면, 가정, 
SMMEs, 공공건물)의 수. 

모니터링:
·   최종 사용 시설 모두에 전송되는 순수 신재생전기의 측정치 또는 예측치; 
·   신재생전기 생산 시스템의 설치 용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프로젝트 활동 부재 시에는 
최종 사용자들이 화석연료 기
반 전구와 전구 이외(예를 들
면, TV) 제품 사용을 위해 
단독 디젤 전기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최종 사용자에 신재생기반 에
너지 시스템(태양광 홈 시스
템)으로 부터의 전기가 공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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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A.  공급 측면의 에너지 효율 향상 - 전송과 분배
프로젝트 유형 기술적인 에너지 손실이 전송/분배 시스템에서 기존 전압기를 고효율 전압기로 

교체(예를 들면 전기 전송 / 분배 시스템에서 규소 강판 코어 변압기를 비정질 
금속 변압기로 교체)함으로써 또는 지역 난방시스템에서 파이프 절연을 향상시킴
으로써 전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효율 수단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프로젝트는 기존 분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교체가 되거나 기존 시스
템의 확장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의 기술이 전기 또는 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따라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인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운전 그리고/또는 유지관리관행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적인 손실을 줄이는 
수단은 등록할 수 없으며;

·   전기 분배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커패시터 뱅크(capacitor banks)와 탭 
변환(tap changing)변압기의 도입은 이 방법론에서 제외 되며;

·   개조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장비의 기술적인 손실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거 
데이터가 필요하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장비의 기술적인 에너지 손실; 
·  가능하다면: 성능 측정 기준이 이용가능하지 않는 레이디얼 전기(radial 

electricity)분배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인 손실은 동료 검토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열에너지가 낮은 효율의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
송되고 분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새로운 에너지 효율 분배/전
송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리
고/또는 기존 저 효율의 장
비/시스템을 개조함으로써 기
술적인 손실을 줄이고 온실가
스 배출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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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B.  공급 측면의 에너지 효율 향상 - 생산 
프로젝트 유형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의 전기 그리고/또는 열에너지 생산 유닛의 

도입 또는 기존 파워스테이션, 지역 난방플랜트 그리고 열병합발전 유닛을 고효
율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장비로 완전 교체하거나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한 생산 
유닛을 개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의 기술이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따
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기술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이 방법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I 유형 기술들은 
예를 들어 AMS-I.C. 또는 AMS-I.D.가 조사될 수 있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에너지 생산 장비에 사용된 연료의 양; 
·   생산된 에너지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현 상황의 지속; 즉, 기존 화
석연료 사용하는 저 효율의 
에너지 생산 장비의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고 효율의 에너지 생산기술의 
도입 그리고/또는 기존 저 
효율의 장비를 완전교체 그리
고/또는 기존에너지 생산 시
스템을 개조하여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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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C. 특정기술을 위한 수요측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활동 
프로젝트 유형 새로운 에너지 고효율 장비(예를 들면, 전등, 안정기, 냉장고, 모터, 팬, 에어컨, 펌프 시스

템, 그리고 냉각기)를 개조의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건설(그린필드)차원의 프로젝트로서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고-집약적-온실가스 서비스를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하에 설치되는 고효율 에너지 장비의 서비스 레벨(예를 들면, 정격용량 또
는 출력)은 베이스라인 설비의 서비스레벨의 90~150% 사이이며;

·   가능하다면: 프로젝트 활동에 사용되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 포텐셜(ODP)이 없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가능하다면: 그리드 배출계수(사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모니터링:
·   모니터링에는 그들이 여전히 운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비계량 시스템으로 

부터의 샘플을 연간 체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   설치된 장비의 “전력”의 기록 그리고 런 타임 미터기를 사용한 그들의 운전 시간 동

안에 유닛의 샘플 계량; 또는 설치된 장비의 적절한 샘플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 효율 장비(예를 들면, 전
등, 냉장고, 모터, 팬, 에어
컨, 펌프시스템, 냉각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따
라서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
이 일어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고 효율 장비(예를 들면, 전
등, 냉장고, 모터, 팬, 에어
컨, 펌프시스템, 냉각기)가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따
라서 더 적은 온실가스 배출
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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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 D.  산업시설을 위한 에너지 효율과 연료 전환 조치 
프로젝트 유형 ·   단일의 생산 단계/요소 공정(예를 들면, 연소로, 킬른) 또는 일련의 생산 단

계/요소 공정들(예를 들면, 많은 기계와 관련된 산업공정)에 영향을 주는 공
정에너지 효율 향상;  

·   시설 내에 열/전기/기계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전환 장비(예를 들면, 
보일러, 모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선택적으로 저-카본-집약적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에서의 향상.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거나 국가/
국제적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   프로젝트에 의한 효율 향상은 프로젝트에 기인하지 않은 효율의 변화/향상
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으며;

·   프로젝트 출력은 베이스라인에서 생산된 출력과 동등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에서의 에너지 소비, 에너지원별 배출강도, 베이스라인에서 출력 
서비스레벨;

·   설비/시스템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한 문서.
모니터링:
·   설비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계측; 
·   출력;
·   출력변수가 측정 불가능할 때, 투입되는 원료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 열 그리고/또는 화석연
료의 소비로 CO2가 배출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적은 전기, 열 그리고/또는 
화석연료의 소비로 CO2 배출
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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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E.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연료 전환 조치
프로젝트 유형 기존 장비에 또는 기존 장비를 에너지 효율 높은 장비(ex. 효율적인 기기, 향상된 단열)로 

설치 또는 교체 또는 개조 그리고 거주용, 상업적인, 또는 기관 건물에서 선택적인 연료 
전환(ex. 오일에서 가스로 전환) 조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전기 그리고/또는 연료 절약.
선택적으로, 저-집약적-탄소 연료의 사용.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 에너지 사용은 직접적으로 측정 되었어야하며;

·   시행된 조치의 영향은(에너지 효율의 향상)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다른 변
수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와는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시행이전에 건물에서 사용한 에너지;
·   만약 그리드전기가 소비되었다면: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모니터링:
·   대체되거나 개조된 장비의 사양(오직 대체 및 개조 프로젝트에 한한다);
·   프로젝트 시행 이후에 건물에서 사용한 에너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건물에서 저효율적인 그리고/
또는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장비의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건물에서 효율적인 그리고/또
는 저-집약적-탄소 장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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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F. 농업 시설과 활동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연료 전환 조치
프로젝트 유형

농업 활동 또는 시설 또는 공정에서 시행된 에너지효율과 연료전환 조치. 그러한 
조치의 예는 효율적인 관개(ex. 홍수 관개를 대체하는 물방울/스프링클러 관개를 
도입), 토지의 단위 면적당 농장의 전력의 감소시키는 조치뿐만 아니라 기계사용
의 감소를 통한 연료소비를 감소시키는 조치(ex. 경작 작업의 제거) 등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   연료 전환.
고-집약적-온실가스인 농업 서비스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신규 장비의 설치 그리고/또는 기존 장비의 개조는 허용이 되며;

·  연료소비의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시나리오는 작물의 평균 재배 생산량을 
포함한 기준 농업활동에 대하여 입증되어야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개조에 해당되면: 농업 시설, 공정 또는 영향 주는 장비의 에너지 사용;
·   신규 장비의 설치에 해당되면: 농업 시설, 공정 또는 설치된 장비의 에너지 

사용;
·   재배 헥타르의 수와 작물 수확량과 같은 농업활동의 특성과 규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효율적인 농업 시설, 공정, 
그리고 장비의 설치 및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개조 그리고/또는 새로운 설
치, 효율적인 농업 시설, 공
정, 그리고 설비, 공정, 장비
가 사용되고 그 결과로 온실
가스 감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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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G.  비-재생 바이오매스의 열기기에서 에너지 효율 조치
프로젝트 유형

비-재생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고효율적인 열에너지 생산 유닛의 도입 또는 기존의 
설비 개조(ex. 기존 바이오매스 연소 요리 스토브, 오븐, 건조기를 효율적인 기기로 
완전한 교체)로 연소를 위한 비-재생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감소시킨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기존 열 생산 설비의 교체 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비재생 바이오매스의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비재생 바이오매스는 1989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야하며; 
·   프로젝트 참여자는 프로젝트 부재 시에 사용된 목질바이오매스의 양에서 재생과 

비재생 목질바이오매스의 점유율을 결정해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기기의 작동에 대한 격년 점검(ex. 대표 샘플에 의해서);
·   누출: 비-프로젝트 가정/사용자(이전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자)에 의해 사용된 

프로젝트 하에서 절약된 목질바이오매스의 양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되어야한
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현재 상황의 지속; ex. 기존
에 사용되던 저효율적인 열기
기를 위해 비-재생 바이오매
스를 연료로써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비-재생바이오매스를 활용하
는 보다 효율적 열에너지 생
산 유닛의 도입 그리고/또는 
기존의 저효율적인 열기기의 
완전한 대체 그리고/또는 기
존 열 에너지 생산 기기의 
개조로 비-재생 바이오매스 
절약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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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H. 산업 시설 유틸리티 공급의 중앙 집중화를 통한 예너지 효율 향상 
수단 

프로젝트 유형 기존 또는 새로운 산업 시설에 전력과 열을 공급 그리고/또는 냉각(예를 들면, 
열병합/삼중열병합 시스템)시키기 위해 많은 유틸리티 공급을 하나의 단일 유틸
리티로 통합함으로써 실행되는 에너지 효율 수단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여러 개의 고-집약적-온실가스 유틸리티를 단일의 중앙 유틸리티로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열병합 또는 삼중열병합 시스템의 대체는 허용되지 않으며;

·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의 역사적 데이터가 필요하며;
·   천연가스가 적용되며;
·   냉매를 포함한 프로젝트 설비는 온난화지수와 오존파괴지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부재시 설치되었던 베이스라인 플랜트의 의미;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다).
모니터링:
·   산업 시설 그리고/또는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기의 양; 
·   프로젝트에 의해 소비되는 화석연료와 그리드 전기의 양;
·   프로젝트에 의해 전송되는 전기와 열 에너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분리된 요소 공정들내에 전력
/열/냉각수의 생산, 예를 들
면, 그리드 그리고/또는 단독 
화석연료 연소 파워플랜트, 
열을 위한 화석연료 연소 보
일러 그리고 냉각을 위한 열 
및 전기압축 냉각기.

프로젝트 시나리오
열병합 발전소/삼중병합 시스
템을 사용한 전력/열/냉각에
너지의 동시 생산으로 에너지
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175

AMS-II.I.  산업 시설에서 폐기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프로젝트 유형 산업, 석탄 또는 광물 생산 시설의 단일 원료로부터 나오는 폐기물 에너지의 회

수에 기반을 둔 전력 또는 열에너지 생산 유닛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를 대체하는 폐기물에너지 회수의 증진.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시나리오에서 생산 공정과 생산 산출물이 균일하며; 

·   프로젝트에서 효율성 향상은 프로젝트에서 귀속되지 않은 다른 변수와는 명
백하게 구별되어지며; 

·   보조연료 그리고/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혼소는 없어야하며;
·   산출물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존 시설의 개조는 이 방법론에 적용되지 않는

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장비의 에너지 생산율.
모니터링:
·   생산 유닛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된 에너지; 
·   설비의 생산 산출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저효율적인 폐기물 에너지 회
수 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고효율적인 폐기물 에너지 회
수 시스템의 사용, 그에 따른 
더 높은 에너지 이득과 고-
집약적-온실가스인 방법에 
의해 제공된 에너지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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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J.  효율적인 조명 기술에 대한 수요측면의 활동
프로젝트 유형 주거용 기기에서 백열등(ICLs)을 교체하기 위한 자가 안정 형광전구(CFLs)채택을 

위한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기술전환에 의한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조명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CFL의 총 루멘 산출물은 교체된 ICL보다 동일하거나 커야하며, CFLs는 표
준 램프 규격에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위한 명확한 고유 ID가 표시되며;

·   평균수명 및 CFLs의 정격평균수명은 사후에도 알려져야 한다. IEC 60969
(일반 조명 서비스를 위한 자가 안정 램프-성능 요구조건)

·   프로젝트에 의해 설치된 CFLs의 총 수량에서 CFLs의 누적파손이 50%를 초
과하면, 프로젝트는 CERs 발행을 중단하고, 더 이상 CERs이 발급되지 않으
며;

·   일일 운영시간의 결정: 3.5시간의 기본 값 혹은 측정값.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CFL의 평균 수명(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   교체된 ICLs의 정격출력과 개수; 
·   ICL의 유형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젝트 하에 배분된 ICLs의 수, 공급된 날짜;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모니터링:
·   적용가능하면, 일일 평균 운영시간의 측정;
·   조명 실패율 조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백열등(ICLs)이 가정용 조명
으로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가정용 CFLs 조명이 ICLs를 
대체하고 따라서 전기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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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K. 상업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 및 삼중열병합 시스템의 설치
프로젝트 유형 화석연료기반 열병합 또는 삼중열병합 시스템의 설치. 생산된 전기, 냉각, 그리고

/또는 난방이 상업용, 비-산업용 건물에 공급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전기 그리고/또는 연료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기존 전기를 공급(그리드 또는 현장 생산)하고 냉각(ex. 냉각기), 그리고/또
는 난방 시스템(ex. 보일러) 또는 건축되고 사용될 수 있었던 전기와 냉각 
그리고/또는 난방시스템에 대해 교체하거나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설치
에 적용가능하며;

·   기존 열병합 또는 삼중열병합 시스템의 교체는 해당되지 않으며; 
·   만약 베이스라인 상황이 기존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기

존시스템은 적어도 프로젝트 실행되기 직전 3년간 운영되고 있어야하며;  
·   만약 프로젝트 장비에 냉매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 냉매는 오존파괴포텐셜

이 없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또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리고/또는 베이스라
인 자가발전기(Captive power plant);

·   베이스라인 냉각 장치의 성능 계수(COP);
·   베이스라인 스팀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공급된 그리드 그리고/또는 단독발전소의 전력량;
·   프로젝트에 의해 공급된 냉각 그리고/또는 난방에너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상업, 비-산업용 건물에 공급
되는 전력/열/냉각에너지의 
분리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상업, 비-산업용 건물에 열 
병합 또는 삼중열병합 시스템
을 사용하여 전력/열/냉각에
너지의 동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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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L.  효율적인 실외와 거리 조명 기술에 대한 수요측면의 활동
프로젝트 유형 공공 또는 유틸리티 소유의 거리 조명 시스템에서 비효율적인 램프 그리고/또는 고

정조합을 교체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램프 및 고정 조합의 결합의 채택.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비-효율적인 조명을 효율적인 기술을 통해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공공 또는 유틸리티 소유의 거리 조명시스템만 해당되며;
·   다수의 램프를 교체할 수 있으며;
·   수명이 다된 램프에 대해 지속적인 교체 필요하며;
·   신규 건축(그린필드) 설치를 포함하며;
·   지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린 필드를 위한 베이스라인 기술을 찾아내야하며; 
·   프로젝트 램프의 조명 성능 품질은 베이스라인 또는 적용 가능한 기준과 동등하

거나 좋다는 것을 보장해야하며; 
·    교체된 램프의 의무적인 파괴가 필요하지 않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조명기구의 고장과 교체사이의 평균 경과 시간;
·   연간 고장률;
·   연평균 운영 시간;
·   평균 프로젝트 장비 전력;
·   프로젝트 활동 하에 조명기구가 운영되거나 서비스로 자리 프로젝트의 조명의 

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비효율적인 램프가 거리조명
시스템에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효율적인 조명이 비효율적인 
조명을 대체하여 전기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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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M. 수요-측면 에너지 효율 활동을 위한 저 유량 온수 절약 
장치의 설치 

프로젝트 유형 주거용 건물에 사용되는 저 유량 온수 절약 장치의 직접적인 설치에 대한 활동. ex. 저 
유량 샤워기, 부엌 및 화장실 수도꼭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저 유량 온수 절약 장치의 설치를 통한 연료 또는 전기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장치는 일체형이며 비분리 유량 제한기를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   개조 프로젝트만 허용되며; 
·   PD의 1년 보증;
·   PD의 적용 기준을 준수;
·   서비스의 상당 수준(기능적인 편안함과 청소 성능);
·   PD가 직접 설치되고 성능 테스트를 거치며; 
·   PD는 명확한 고유 ID가 표시되며;
·   수집, 파괴 그리고/또는 베이스라인 장치의 재활용을 위한 방법;
·   중복 계산을 제거하는 절차가 설명 되어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장치의 측정된 유속(리터/분).
모니터링:
·   프로젝트 장치의 측정된 유속(리터/분);
·   프로젝트 장치에 의해 사용된 측정된 물의 양(리터);
·   온수의 온도(최고 40℃);
·   냉수의 온도(최저 10℃);
·   설치되거나 운전 중인 저 유량 장치 수에 대한 결정.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주거용 건물에 효율이 낮은 
온수장치가 사용된다. 전기 
또는 화석연료에 의한 난방에 
더 많은 물이 소비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효율적인(저 유량) 온수 장치
가 효율이 낮은 온수 장치를 
대체하고 이에 따라 전기 또
는 화석연료에 의한 난방에 
필요한 물의 양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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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N.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 조명 설치 그리고/또는 제어를 위한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 활동

프로젝트 유형 ·   기존의 전기 조명기구, 램프 그리고/또는 안정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
기 조명기구, 램프 그리고/또는 안정기로 개조;

·   조명 제어기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장비의 직접적인 설치(또는 램프제거)와 관련된 개조 프로젝트만 허용되며;  

·   이 방법론은 그리드 전기에 의해 공급받는 비 주거용과 다세대 주거용 건물
에 적용가능하며; 

·   베이스라인 장치의 수집, 파괴 그리고/또는 재활용이 필요하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조명기구/램프/안정기/안정계수의 수, 유형 그리고 왓트 그리고/
또는 프로젝트 활동 하에서 설치된 제어시스템; 

·   그리드 배출계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비효율적인 상업용 조
명기구에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상업용 건물내 에너지 효율적
인 조명 그리고/또는 제어기
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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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O.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용 기기의 보급
프로젝트 유형 신규 가정기기, 특히 고효율의 냉장기기(냉장고)의 판매 보급을 증가시키는 프로

젝트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제로 오존파괴포텐셜(ODP)과 낮은 온난화지수(GWP<15)의 냉매와 거품 발

포제를 사용하는 기기 모델만 해당;   
·   프로젝트 냉장고들은 전기로 운전되도록 설계 되어있어야 하며;
·   프로젝트 냉장고의 제조업체들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 시 

ISO9001에 의해 보증된다.
중요변수

·   각각의 보급된 모델유형의 냉장고 수와 냉장고의 고유번호와 모델 번호;
·   보급된 각각의 냉장고 모델의 전력 소비량;
·   프로젝트 기기의 과거 판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비효율적인 가정 기기
에 의해 소비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가정에서 적은 전기를 소비하
는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 기
기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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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P.  에너지 효율적인 농업용 펌프 세트(Pump-set)
프로젝트 유형 하나 혹은 다량의 농업 사이트에서 그리드 전기에 의해 운전되는 에너지 효율 펌프세트를 

적용한 프로젝트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전기(그리고 화석연료)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전 범위의 운전 조건에서 프로젝트 펌프세트의 효율성은 베이스라인 펌프세트 보다 

더 높아야 하며; 
·   이 방법론은 개조되는 펌프세트에 적용 불가능하며 (ex. 임펠레의 교체);
·   최초 높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물 산출물은 최초 높이의 베이스라인 펌프세트의 

물의 산출물 보다 높거나 동일하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대체된 펌프세트의 물 유량과 높이;
·   대체된 펌프세트의 성능곡선.
모니터링:
·   현재 설치되고 운영 중인 펌프 세트의 수;
·   프로젝트 펌프세트의 성능 곡선;
·   프로젝트 펌프세트의 운영시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비효율적인 펌프세트가 농업
용 관개에서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농업용 관개를 위해 효율적인 
펌프세트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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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Q.  상업용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 그리고/또는 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프로젝트 유형 관련된 배출 감소가 컴퓨터화된 시뮬레이션 툴로 결정되는 현장 건물 에너지 공

급과 전체 건물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전기(그리고 화석연료)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방법론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가능하며(개조 또는 신축); 

·   외부 지역난방 그리고/또는 냉각 플랜트 및 배전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 활동에는 이 방법론이 적용가능하지 않으며; 

·   만약 에너지 효율 장비가 냉매를 포함한다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냉매에
는 오존파괴포텐셜(ODP)은 없어야 하며;

·   프로젝트 활동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들은 새롭고 다른 프로젝트 활동에서 
이전되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사전 베이스라인 건물 데이터;
·   과거 에너지 소비(개조의 경우);
·   교정 공정의 정보 문서. 

모니터링:
·   날씨 데이터; 
·   최소 월 기반의 프로젝트 빌딩의 에너지 소비량;
·   베이스라인 건물 설정 변경과 점유 및 임차와 관련된 설정 변경.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비효율적인 건물의 건축과 운
영.

프로젝트 시나리오
현장 건물 에너지 공급 그리
고/또는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 수단들이 전기 그리고/
또는 연료의 소비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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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R.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공간 난방 수단
프로젝트 유형

주거용 건물에서 공간 난방의 향상을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실행된 연료 전환 조
치  ex. 개선된 건물 단열, 창문의 유리 강화, 난방 기국의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   연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그에 해당되는 배출량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방법론은 에너지 효율성 조치의 시행으로 부터의 결과인 연료-전환에만 

적용가능하며; 
·   기존 주거용 건물에 시행된 기술/조치;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시행된 조치의 영향은 사용하는 에너지의 변화에 의

해 확인 가능하며,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다른 변수에 의한 
에너지 사용에서의 변화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프로젝트 시행 이전에 연료 소비;
·   적용가능 시 억제된 수요에 대한 조건.

모니터링:
·   대체되거나 개조된 장비의 스펙;
·   프로젝트 시행이후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 
·   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주거용 건물에서의 비효율적
인 난방.

프로젝트 시나리오
건물에 더 효율적 그리고/또
는 저-집약적-탄소 장비의 
사용.



185

AMS-Ⅲ.A 기존의 농경 산성토양에서 콩과류-잔디 윤작에서 콩과류 접종적용에 의한 합성 질소 비료의 상쇄
프로젝트 유형 기존 농경지 산성토양에 콩과류-잔디 윤작의 콩류 접종을 적용하여 합성 질소 

비료의 생산과 사용을 대체시키고 감소시킨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접종의 적용은 합성 질소 비료의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생산을 대체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이전 3번의 완전한 콩과 식물과 잔디의 윤작에서 콩과
식물을 위한 비료로 어떠한 접종을 사용하지 않고 콩과 식물과 잔디를 재배
했지만 콩과식물 비료로 합성 질소 비료를 사용해 왔어야 하며; 

·   방법론에서 정해져 있는 종들만의 콩과식물-근류 박테리아(접종) 결합만 가
능하며;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농업인들에게 지난 3번의 콩과식물과 잔디 윤작에
서 각 재배 유형별 사용된 합성 질소 비료에 대한 믿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
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   재배 작물 종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베이스라인 및 프로젝트 상황 
모두에서 콩과류와 잔디 모두 윤작으로 재배되고 있다. 크레딧 발행기간 동
안에 접종과 합성 질소 비료 적용을 제외하고 거름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농
업 관행의 다른 변화가 없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심은 작물의 헥타르;
·   접종(근류 박테리아의 균수), 우레아 및 기타 적용되는 비료의 양 (화학 비

료 및 유기 비료);
·   헥타르 당 작물 별 작물의 수확량;
·   독립적인 제 삼자의 현지 방문은 여러 단계에서 필요 (ex. 작물을 심을 때, 

right before owering etc.)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합성 질소 비료의 생산과 사
용으로 온실 가스를 배출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콩과식물 근류 박테리아(접
종) 사용으로 합성 질소 비료
사용을 대체/절감시켜 비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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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  화석연료 전환
프로젝트 유형 신규 및 기존의 산업, 주거, 상업, 기관 시설 또는 전기 생산 시설에서 화석연료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저-온실가스-집약적인 연료로 전환(그린필드 또는 개조하거나 대체하는 활동)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단일 출력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전환 (ex. 전기, 스팀 또는 열);

·   바이오매스 또는 폐가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   고립된 그리드 시스템에 연계된 설비에서 화석연료의 전환은 해당되며;
·   연료 전환에 관련된 에너지 효율 증가만 해당되며; 
·   통합된 공정 변화 없이 오직 개조와 대체에 대해서는 해당되며;
·   각 요소 공정의 추정된 연간 배출량 감소가 600tCO2e 이상인 프로젝트 활동은  연

간 에너지사용/산출이 직접 계측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요구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배출계수;
·   각 요소공정의 추정된 연간 배출량 감소분이 600tCO2e보다 많을 경우 과거 순 에

너지 산출량.
모니터링:
·   화석연료 사용량;
·   각 요소공정의 추정된 연간 배출량 감소분이 600tCO2e보다 많을 경우 과거 순 에너

지 산출량;
·   다른 설비로 수출된 전기/열에너지에 대한 요소 공정의 산출물에 대해서는 최종소비

자 쪽에서 모니터링 되어야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현재 관행의 연속 ex. 에너지 
발전 장비에서 고-탄소-집약
적인 화석연료의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에너지 발전 장비에서 저-집
약적-탄소 화석연료로 연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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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C.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의한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차량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차량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이여야 한다. 같은 유형 
하의 차량은 비교 가능한 승객/부하용량과 전력소요량이 +/-20% 편차 이
하여야한다;

·   배터리 사용 및 폐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적용가능하다면,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 하에 운행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수;
·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차량의 화석연료의 사용량 그리고 km 당 특정 전기/

화석연료 소비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소비량;
·   프로젝트 차량에 의해 운전된 연간 평균거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운송 수단 서비스 제공을 위
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 운영.

프로젝트 시나리오
이동수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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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Ⅲ.D  동물 분뇨 관리 시스템의 메탄 회수
프로젝트 유형 가축 농장에서 기존의 혐기성 분뇨 관리 시스템의 교체하거나 개조, 또는 소각/

연소에 의한 메탄의 회수 및 파괴 또는 회수된 메탄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플랜트에서 여러 농장에서 수집된 분뇨의 처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온실가스 파괴와 고-집약적-온실가스 서비스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처리 후에 얻어진 분뇨 또는 스트림이 천연수자원(예 : 강 또는 하구)으로 

방출되지 않으며;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혐기성 처리 시스템의 분뇨 폐기물의 체류 시간

은 1개월보다 길고, 베이스라인에서 혐기성 라군(anaerobic lagoons)의 경
우에는 그 깊이는 적어도 1m이다; 

·   최종 슬러지는 호기성으로 처리해야 하며;
·   동물 축사에서 제거된 분뇨의 건조 함량은 20%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운송을 포함한 동물 축사에서 제거 한 후 분뇨의 저장 시간은 
혐기성 소화조에 공급되기 전 45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회수되고, 연료로 쓰이며, 소각 또는 유용하게 사용된 바이오 가스의 양; 
·   시설 또는 보조 기기를 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간 화석연료 또는 전기량; 
·   분뇨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분뇨의 비율; 
·   최종 슬러지의 적절한 토양 적용(메탄 배출을 초래하지 않는)이 모니터링 되

어야 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동물 분뇨가 혐기성으로 부패
되도록 방치되고 메탄은 대기
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메탄은 기존의 혐기성 분뇨관
리 시스템의 교체 또는 개조
에 따라 회수되고 파괴되며  
또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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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E. 제어된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적/열적 처리를 통해 바이오매스 
부패로 부터의 메탄 생산 방지

프로젝트 유형 부패되도록 방치되거나 이미 폐기물 처리 사이트에 이미 쌓여진 폐기물의 부패가 제어된 
연소에 의해 방지되고 가스화를 통해 합성가스/생산자 가스를 생산하고; 또는 기계적/열
적 처리를 통해 RDF(refuse-derived fuel) 또는 SB(stabilized biomass)를 생산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폐기물 내 바이오매스의 혐기성 부패의 방지에 의한 메탄 배출의 방지. 폐기물 내 바이오
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생산된 RDF/SB는 현장 및 현장 밖에서 연소를 위해 사용 되어야하며; 
·   RDF/SB 생산의 경우, 예를 들어, 열분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열처리 온도를 제한

하는 열처리 공정 그리고/또는 스택 가스 분석 동안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바이
오에 의해 생긴 생물의 CO2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야하며;

·   가스화의 경우, 생산된 모든 합성가스는 연소되어야 하고 대기 중으로 미연소 되어 
배출되어서는 안 되며; 

·   RDF/SB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적/열적 처리 중에 어떠한 화학약품이나 첨가제가 사
용되지 않아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처리된 연소되고, 가스화 되거나 기계적/열적 처리된 폐기물의 양 

뿐만 아니라 대표 샘플링을 통한 구성성분; 
·   사용된 보조 연료의 양과 폐기물 또는 연소된 RDF/SB에 함유된 비-바이오매스 탄

소함량; 
·   전기 소비 그리고/또는 생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유기폐기물이 부패하도록 방
치되고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메탄 배출이 제어된 폐기물의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적/열
적 처리를 통해 방지된다. 유
기성폐기물의 에너지 활용의 
경우에는 고-온실가스-집약 
에너지 생산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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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F.  퇴비를 통한 메탄배출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바이오매스 또는 다른 유기 물질의 제어된 생물학적 처리가 퇴비 및 퇴비의 적절한 토양 

적용에 의한 호기성 처리를 통해 도입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대안 처리 공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매립 가스의 회수와 연소는 자격이 되지 않으며;

·   식별된 매립장은 크레딧의 지속기간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을 확보할 수 있
어야하며; 또는 고형폐기물 처리 사이트(매립장)에 폐기물의 처리하는 것이 그 지역
에서의 보통 관행이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대표 샘플링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처리되는 페기물의 양과 구성성분; 
·   프로젝트가 폐수의 공동 처리를 포함할 때, 대표 샘플링을 토해 공동 처리되는 폐수

의 부피와 COD의 양; 
·   시설 또는 보조 장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화석 연료 또는 전기의 연간 소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바이오매스와 다른 유기물(분
뇨 포함 가능)이 부패되도록 
방치되고 메탄이 대기로 배출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메탄배출이 퇴비화를 통해서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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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G.  쓰레기 매립지 메탄 회수
프로젝트 유형 생분해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도시, 산업 그리고 다른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 잔류물의 매립지에서 메탄의 포집과 연소.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메탄의 파괴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에너지 생산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은 프로젝트 부재 시 재활용 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

키지는 않으며; 
·   프로젝트 활동에서 고형 폐기물 처리장의 관리는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 시점 이후의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메탄 발생증가를 의도적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안전 요구사항이나 법적 규정을 준수하

기 위한 메탄 배출량은 배제되어야하며; 
·   프로젝트 활동 부재 시와 베이스라인에 존재하는 메탄산화작용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회수되고 유용하게 사용되며, 연료로 공급되거나 소각되는 메탄의 양이 사후 연속 유
량계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되어야한다; 

·   매립가스에서의 메탄의 분율;
·   소각 효율성;
·   (전력 생산을 위한 회수되는 메탄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한하여) 전기생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폐기물내 바이오매스와 다른 
유기물질이 부패되도록 방치
되고 메탄이 대기로 배출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매립가스내 메탄이 포집되고 
파괴거나 사용된다. 매립가스
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에너
지 생산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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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H.  폐수 처리에서 메탄 회수
프로젝트 유형 폐수 그리고/또는 슬러지 처리에 대한 혐기성 처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폐수 

내 유기물의 혐기성 부패로 생기는 바이오가스의 회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메탄 배출의 파괴와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혐기성 라군(lagoons)은 2미터 이상 깊어야 하고 폭기 없이 월별 평균 기
준에서 적어도 1년 중에 일부 기간 동안에 주변온도가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의 연속적인 슬러지 제거 활동의 최소 간격이 30일이 되어야 하
며;     

·   베이스라인 배출량 입증에 있어, 프로젝트 시행이후 최소 1년간의 과거 기
록을 증빙가능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표 할 수 있는 측정활동이 요구
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시스템의 COD 제거 효율성.
모니터링:
·   폐수의 유량;
·   처리시스템의 전후의 폐수의 화학적인 산소요구량;
·   각 슬러지 처리시스템에서 건조물질 슬러지의 양;
·   회수되거나, 연료로 공급되거나, 소각 및 활용된 바이오가스의 양 (ex. 천연

가스분배그리드 또는 전용 파이프 네트워크를 통해 충전된 바이오가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폐수와 슬러지에서 유기물 부
패에서 생긴 메탄이 대기 중
으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폐수 또는 슬러지 처리시스템
의 신규 또는 개조의 도입에 
의해 메탄이 회수되고 파괴된
다.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고-집약적-온
실가스 에너지 생산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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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I. 혐기성 시스템의 호기성 시스템에 의한 대체를 통해 폐수처리에서 
메탄 생산을 방지

프로젝트 유형 혐기성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폐수 속의 유기물에 의한 메탄 생산의 방지. 프로젝
트에 의해, (메탄 회수가 없는) 혐기성 시스템이 호기성 생물학적 시스템에 의해 
대체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폐수 내 유기물의 혐기성 부패로 부터의 메탄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소 1년간의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0일간의 측정 과정을 시행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시스템의 COD 제거 효율성.
모니터링:
·   폐수 처리 플랜트에서 처리된 COD의 양, 프로젝트에서 투입 그리고/또는 

산출되는 폐수의 양.
·   생산된 슬러지의 양과 슬러지 발생 비율; 
·   프로젝트 시설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와 전기량;
·   크레딧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용 될 최종 슬러지의 사용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폐수내 유기성 물질이 혐기성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생산된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메탄 회수 없는 혐기성 폐수 
처리 시스템이 호기성 처리 
시스템에 의해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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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J. 산업 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CO2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연소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화석 기원의 CO2에서 신재생 기원의 CO2 공급원으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재생 가능한 원료로부터 생산된 CO2의 사용에 의해 CO2를 공급하기 위한 화석연료 연소
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연소에 의한 CO2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   베이스라인에서 화석 및 광물소스의 CO2의 발생은 무기화합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

는 CO2 생산의 목적에 국한되며; 
·   프로젝트 전에 무기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석 및 광물소스의 CO2는 프로젝트가 

실행중인 경우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산출량 톤당 과거 특정 연료 소비양. 
모니터링:
·  월 단위로 생산된 최종 생산품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석연료는 원료로 사용되는 
CO2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신재생 소스로 부터의 CO2가 
대기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화석연료는 더 이상 CO2를 
생산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신재생 소스로 부터의 CO2 
스트림이 생산 공정을 위한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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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K.  숯 생산으로 부터의 메탄 배출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메탄의 회수와 소각/연소를 갖춘 신규 숯 생산설비의 건설 또는 기존 생산시설의 개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숯의 생산동안에 생산된 메탄을 파괴하거나 회수하는 기술의 사용.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숯 생산에서 메탄 배출을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   프로젝트 결과로써 메탄이 발생하는 것 이상 그리고/또는 산정될 필요가 있는 온실

가스 배출과 연관된 변화가 없으며; 
·   숯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의 유형과 원료에 변화가 없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에서 메탄 배출 계수;
모니터링:
·   사용된 원료의 양과 수분 함량; 
·   생산된 숯의 양과 수분 함량;
·   생산되고 연료로 쓰이고 또는 소각된 메탄의 양; 
·   시설의 전력과 보조 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바이오매스가 숯(charcoal)으
로 변환된다. 메탄이 그 공정
중에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바이오매스가 숯(charchoal)
으로 변환된다. 메탄이 회수
되고 연소된다. 메탄을 에너
지로 사용하는 경우 고-집약
적-온실가스 에너지 생산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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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L. 제어된 열분해를 통해 바이오매스 부패에 의한 메탄 생산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메탄 회수 없이 고형폐기물 사이트에서 혐기성 조건하에 부패하도록 방치되었을 유기물로
부터 메탄 생산의 방지. 프로젝트에 의해 부패는 제어된 열분해를 통해서 방지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유기물의 열분해에 의해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대체와 온실가스 배출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열분해 잔류물은 더 이상 혐기성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   조치에는 열분해동안 생산된 비-CO 온실가스의 연소와 회수를 포함하며; 
·   베이스라인 조건에서 처분장의 위치와 특성이 메탄 배출량의 추정을 허용하는 방식으

로 공지되어야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열분해에 의해 처리되는 폐기물 내 휘발성 탄소, 고정 탄소와 회분 및 수분의 조성 
백분율; 

·   열분해에 의해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과 구성성분(각 폐기물 유형별 무게비율);
·   열분해에 의해 처리되는 비-생물폐기물의 양; 
·   프로젝트 시설에 의해 사용된 보충연료와 전력소비량 그리고/또는 프로젝트에 의한 

전력생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유기물은 고형폐기물 처리 사
이트에서 분명한 혐기성 조건
에서 부패되고 생산된 메탄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유기물의 혐기성 부패에 의한 
메탄의 생산은 제어된 열분해
를 통해 방지될 것이다. 생산
품(ex. 열분해 가스 또는 오
일)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경
우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에
너지 생산이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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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M. 종이 제조 공정에서 회수되는 소다에 의한 전력 소비의 감소
프로젝트 유형 종이 제조에서 발생된 폐기물 흑액으로부터 가성소다의 회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가성소다의 생산 감소와 흑액으로부터 가성소다의 회수에 따른 전기소비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적용가능하지 않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소다 생산(수입물도 포함)에 있어 과거 전기강도;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모니터링:
·   연간 회수되는 가성소다의 양; 
·   가성소다 회수 플랜트에서의 전기 소비, 화석연료와  보조연료의 소비;
·   생산된 잔류물 양. 석회 생산을 위해 사용된 잔류물 양. 고형폐기물 처리부

지에서 처리되는 잔류물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종이 생산에서의 흑액은 폐기
된다. 많은 전기가 제지공장
에서 소비되는 가성소다를 생
산하는데 필요하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가성소다는 흑액으로부터 회
수되며 구입되던 동등한 양의 
가성소다를 대체한다. 회수를 
위해 적은 양의 전기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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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N. 폴리우레탄 폼(PUF) 제조에서 HFC 배출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PUF를 생산하는 동안 사용되는 기존 및 신규 제조 설비에서의 HFC 가스 발포제(ex. 

HFC-134a, HFC-152a, HFC-365mfc와 HFC-245fa)를 비-온실가스 발포제(ex. 펜탄)
로 대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비-온실가스 발포제의 사용을 통해서 HFC 가스의 누출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가 기존 시설에서 실행되는 경우, 오직 HFC 발포제만 프로젝트 시행이후 최

소 3년간 PUF 생산에서 사용되었으며;
·   발포제로써 HFC와 탄화수소(ex. 펜탄) 사용을 제한하는 지역규제가 없으며; 
·   비-온실가스 발포제로 생산된 PUF는 HFC 발포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PUF와 동등하

거나 보다 우수한 절연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   배출 감소는 국내에서 판매된 PUF한에서 주장될 수 있고 제조된 PUF의 수출은 제

외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HFC 발포제 첫째 연도와 연간 손실.
모니터링:
·   매일 생산되는 PUF의 총 수량(미터 단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HFC발포제를 사용한 PUF의 
제조.

프로젝트 시나리오
펜탄 발포제를 사용한 PUF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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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O.  바이오가스에서 추출된 메탄을 사용하여 수소 생산
프로젝트 유형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수소 생산 장치에서의 연료와 공급 원료인 LPG를 대체하

는 바이오가스로부터 메탄을 분리하는 바이오가스 정화시스템의 설치. 예로는 베
이스라인 상황에서 소각되었던 바이오가스로부터 메탄을 제거하는 바이오가스 정
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AMS-III.H. 또는 AMS-III.G.에서 다루는 기술/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처리시설이나 매립지에서 유기물로부터 메탄을 회수하는 새로운 장
치를 설치하는 것 결합한 바이오가스 정화시스템을 구축.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및 공급원료 전환.
화석연료 소비 감소를 위한 연료와 공급 원료로의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방법론은 전기분해에 의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대체하는 기술에 적
용되지 않으며; 

·   베이스라인에 있는 다른(화학)공정에서 열 또는 전기 에너지 생성을 위해 이
미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가스의 전환이 없는 것을 보장 가능하다면 방법론
은 적용가능하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체적기준으로 생산된 수소의 연속 측정;
·   수소제조장치에 공급 원료로 사용되는 LPG의 연속 측정;  
·   바이오가스의 충분한 양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 LPG의 특정연료소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바이오가스 정화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연료의 연속 측정;
·   폐수처리시스템, 매립가스포집시스템 또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다른 프로

세스에 의해 제조된 바이오가스의 연속측정.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LPG는 수소생산을 위한 원료
와 연료로써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수소생산을 위한 LPG가 바이
오가스에서 추출된 메탄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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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P. 정유시설에서 폐가스의 회수와 이용
프로젝트 유형 현재 폐가스가 소각되고 있는 기존 정유소에서 요소공정(element process(es))에서 공정

열을 생산하기 위한 폐가스 회수의 실행.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열 생산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부재 시에는 회수된 폐가스가 소각되었다는 것을 증명(증빙자료는 지난 3
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과거 3년 평균치 또는 추정치로 한도가 정
해지며;

·   폐가스는 추가적인 연료가스 또는, 회수와 연료가스 시스템에 섞이거나 직접 사용되
는 정유가스와 혼합되지 않으며; 

·   프로젝트는 정유시설의 생산용량의 증가 나타나지 않으며;
·   폐가스의 회수는 새로운 시도가 되거나 기존 관행에 이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가 향상된 이득을 가져온다면, 프로젝트는 반드시 명확하게 시행이전과 이후
의 기술적인 차이점을 증명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폐가스가 소각로로 보내진 폐가스의 과거 연평균 양;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되는 회수된 폐가스를 사용하는 공정 가열 장치의 효
율성.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소비된 단독 파워플랜트 또는 그리드로부터 수전되는 전기에너지의 

배출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 회수된 폐가스의 양과 구성(ex. 밀도, LHV) 
그리고 정유소에서 스팀 발생과 공정 열 생산을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배출계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요소 공정은 지속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공정 열을 
공급한다. 정유소로 부터의 
폐가스는 소각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요소 공정에 폐가스가 공급되
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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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Q.  폐기물 에너지 회수(가스/열/압력) 프로젝트
프로젝트 유형 기존시설에서 폐가스 그리고/또는 폐열의 활용과 폐 에너지를 열병합, 전기 생산, 공

정열의 직접적인 사용, 요소공정에서 열의 생산 또는 기계에너지 생산 등을 위한 유
용한 에너지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회수에 의한 온실가스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만약 프로젝트 활동이 기존 시설에서 시행되었다면, 프로젝트 활동의 부재 시 

폐 에너지의 사용 증명은 과거 정보에 기반을 두어야하며;
·   프로젝트 활동에 사용되는 폐 에너지는 프로젝트 활동의 부재 시 소각되거나 대

기 중으로 배출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생산된 열/전기/기계적인 에너지;
·   폐가스의 양 또는 폐열 또는 폐 압력에서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에너지가 온실가스 집약적인 
에너지원으로부터 얻어진다
(예를 들면 전기는 특정한 기
존 파워플랜트 또는 그리드로
부터 얻어지고 기계에너지는 
전기모터와 화석연료 기반 요
소공정으로 부터의 열에서 얻
어지며) 일부 에너지는 생산
공정에서 버려지고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폐에너지가 전기/열/기계 에
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
고 온실가스 집약적인 에너지 
원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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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R.  가정/소규모 농장의 농업활동에서의 메탄 회수
프로젝트 유형

기존의 메탄 배출원에 메탄 회수 및 연소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메탄 회수와 연소 시스템
을 장착한 제어되는 혐기성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유기성 폐기물과 원료의 관리 관행을 변
화시킴으로써 농업 활동에서의 분뇨와 폐기물로부터 메탄을 회수하고 파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   연료 전환.
고-집약적-온실가스 에너지 생산의 메탄 파괴 및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개인가정 및 소규모 농장에서 제한된 조치(ex. 국내 바이오가스 소화조의 설치);

·   슬러지는 호기성으로 처리 하며;
·   회수시스템에 의해 포집된 모든 메탄은 파괴되어야하며;
·   AMS-I.C. 그리고/또는 AMS-I.I. 그리고/또는 AMS-I.E.와 함께 결합되어 적용가능하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시스템의 검사;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수;
·   연평균 동물 수;
·   농장에서 생산되는 연간 폐기물/동물분뇨의 양 그리고 시스템(ex. 바이오가스 다이제스터)

으로 공급되는 폐기물/동물분뇨의 연간 양;
·   샘플링 기준에 검증된 최종슬러지의 적절한 토양 적용성(메탄 배출이 되지 않는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바이오매스와 다른 유기물원
료가 혐기성으로 부패되도록 
로 방치되고 메탄이 대기 중
으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메탄이 회수되고 파괴되거나 
사용된다. 바이오가스의 적극
적인 사용의 경우, 고-집약적
-온실가스인 에너지 생산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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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S.  상업적 단체차량에 저-배출 차량/기술의 도입
프로젝트 유형 동등한 조건을 가진 노선에서 운영되는 상업적인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한 새로운 저-온

실가스-배출 차량(ex. CNG, LPG,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의 도입 및 운영. 기존차량의 개
조도 적용 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고-집약적-온실가스 차량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실행 전에 비교 노선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은 동일하게 유

지 하여야하며, 운송에서 모드 전환은 적용되지 않으며;
·   차량사용의 패턴은 유도 할 수는 있지만 자연적인 추세에서 눈에 띄는 교통체증에서

의 변화는 없으며;
·   차량의 운행 주파수는 감소되지 않으며;
·   여행 경로의 특성 – 거리, 시작과 종점, 거리 자체 그리고/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도

입되는 용량은 예전에 제공되던 수준의 서비스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차량의 효율성(사후에도 모니터링이 또한 가능하다).
모니터링:
·   거리에서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차량에 의해 운송된 승객 또는 화물의 연간 총 이

동거리;
·   사람 당 운송된 연간 평균 거리 또는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차량 당 화물의 톤수;
·   프로젝트 실행 전후, 거리에서 운송된 화물의 크기 및 총 승객의 관점에서의 서비스 

수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승객과 화물이 고-집약적-온
실가스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승객과 화물이 새로운 저-온
실가스-배출 차량 또는 경로
에서 기존 개조 차량을 이용
하여 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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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T. 운송장비을 위한 식물오일 생산과 사용
프로젝트 유형 운송장비에 활용되는 전용 농장에서 재배하는 식물에서 얻은 오일시드를 압축하고 여과해

서 얻는 식물 오일의 생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연료전환.
·   운송을 위한 고-집약적-온실가스 석유디젤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오일식물은 프로젝트 실행 시점 10년 전 동안 하나의 숲도 황폐되지 않는 지역에서 
재배 되며; 

·   이탄 습지에 전용 농장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   식물오일은 변환된 차량에 순식물오일을 사용하며 최대 10%에 해당하는 부피의 순

석유디젤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   베이스라인 차량은 석유디젤만 사용하며;
·   생산된 식물오일의 Annex1국가로의 수출이 허용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작물수확과 오일시드의 오일함량뿐만 아니라 순발열량 및 작물 소스당 프로젝트에 의

해 생산된 식물 오일의 양;
·   식물오일 제조를 위한 에너지 사용 (전기 및 화석연료);
·   디폴트값을 사용하거나 작물 원료 당 식물오일의 재배를 위해 사용된 비료의 양에 

대한 대안적인 모니터링;
·    사전 프로젝트 활동 그리고 바이오매스의 경쟁사용의 변화로 인한 누출 배출량;
·   순 식물오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엔진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무작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석유디젤이 운송 장비에 사용
될 수 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오일 식물이 재배되고 식물오
일이 생산되며 석유디젤을 대
체하는 운송장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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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U. MRT(Mass Rapid Transit) 시스템을 위한 케이블카
프로젝트 유형 과거 도로기반 이동을 대체하는 승객의 도시 이동을 위한 케이블카의 운영과 건설. 기존 

케이블카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   연료 전환.
고-집약적-온실가스 차량의 대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케이블카의 출발점과 도착지점은 도로에서 접근 가능해야 하며;
·   베이스라인 그리고/또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연료는 전기, 기체 또는 액체 화석 연료. 

바이오연료가 사용될 경우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배출량은 그에 따라 조정되며.
·   가능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안의 분석은 현재 교통시스템의 지속 가장 적절한 베

이스라인 시나리오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차량 유형의 점유율;
·   적용가능하다면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해 이동한 총 승객;
·   조사에 의한: 베이스라인 모드를 사용할 때와 프로젝트 모드를 사용할 때 승객의 출

발에서부터 최종도착지점까지의 거리;
·   조사에 의한: 베이스라인 모드를 사용했을 승객의 점유율;
·   프로젝트 모드를 사용하여 여행 출발점에서부터 프로젝트 종점 그리고 프로젝트 출구

로부터 그들의 최종 종착지점까지 이용한 여행객의 점유율;
·   케이블카의 운행을 위해 소비된 전기의 양.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승객은 버스, 기차, 자가용, 
무동력 수송수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운송 시스템을 이용하
여 믹스된 교통조건에서 이동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승객은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이동되며 화석연료와 온실가
스 배출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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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V. 제철소에서 먼지/슬러지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로 인한 용광로에서 
코크스 소비의 감소

프로젝트 유형 제철 용광로 공급하여 코크스 소비를 감소시키기 목적으로 DRI 펠릿을 생산하기 위한 
RHF(Rotary Hearth Furnace), 웰쯔(Waelz), 프리머스(Primus)와 같은 먼지/슬러지-재
활용 시스템의 도입.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DRI 펠렛의 형태로 먼지/슬러지를 재활용함으로써 환원제로 쓰이는 코크스의 사용을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먼지/슬러지는 작업 내부에서 이용되지 않지만, 외부에서 판매되거나 혹은 매립되며;

·   먼지/슬러지 대신에 “외부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 되어질 수 있는 “대안 원료”가 해
당 국가/지역에서 풍부해야하며;   

·   2008년 9월 26일 이전에 계약된 철강 작업만 자격이 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코크스 소비와 선철생산의 과거 평균
모니터링:
·   연간 선철 생산량, 코크스 소비량의 과거 데이터;
·   용광로에 공급되는 DRI 펠릿의 양과 철 함량; 
·   연료 및 전기 사용; 
·   용광로로 공급되는 코크스의 탄소 비율( 1톤의 코크스 당 해당 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많은 양의 코크스가 선철(pig 
iron)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
되고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제철소로 부터의 
먼지/슬러지가 외부 사용자에 
게 판매 그리고/또는 매립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적은 양의 코크스가 선철(pig 
iron)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
되고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먼지/슬러지가 
DRI 펠릿으로 전환되고 선철
을 생산하는데 원료물질로 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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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W.  비-탄화수소 광산 활동에서 메탄 포집과 파괴
프로젝트 유형 이 방법론은 지질구조에 광물탐사를 위해 뚫은 드릴 구멍에서 방출되는 메탄을 포집하고 

제거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시추공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포집과 연소/이용.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유기되었거나 또는 계약 해지된 광산 및 노천광산은 제외된다. 석탄을 추출하는 광산 

또는 오일 셰일 뿐만 아니라 추출 또는 탐사를 위한 시추공 또는 개방된 가스/오일 
우물은 이 방법론에서는 자격이 되지 않으며; 

·   이 방법론은 2001년 전에 드릴에 의한 시추공 및 설치된 구조물 혹은 2001년 이
후에 드릴에 의해 시추공 되었을 때, 이 방법론이 적용가능하며 구조와 시추공이 탐
사계획의 일부라고 입증되어야 하며; 

·   시추공의 최대 외경은 134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이 방법론은 베이스라인에서 발생되어지는 자연적 배출의 그 이상의 시추공에서의 메

탄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제외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공급된 차량연료;
·   실질적으로 소각된 메탄의 양;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생산된 전기 그리고/또는 열;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한 그리드 전기 그리고/또는 화석연료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시추공으로 부터의 메탄이 대
기중으로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시추공으로 부터의 메탄 포집
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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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X. 주거용 냉장고에서 에너지 효율과 HFC-134a 회수
프로젝트 유형 고효율 설비에 의한 기존, 실용적인 국내 냉장고의 교체와 냉매와 거품에서 HFCs의 회수

/파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   온실가스 배출 방지; 
·   온실가스 파괴.
냉매의 재사용 또는 에너지효율 증가와 결합된 온실가스 파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냉매와 거품발포제는 오존 파괴 포텐셜이 없으며, 오존파괴와 지구온난화지

수는 15보다 낮아야하며;
·   프로젝트 시작 후 1년 내 모든 냉장고의 교체가 일어나며; 
·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냉장고는 전기로 구동 되며; 
·   프로젝트 냉장고는 베이스라인 냉장고의 최소 80%의 평균 부피용량을 갖는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분배된 냉장고의 수와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소비; 
·   주장된 HFC의 양; 
·   대체된 냉장고에서 비 전기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냉장고에 의한 대규모 전기 
사용과 냉장고에 의한 HFC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냉장고에 의한 소규모 전기 
사용과 냉장고에 의한 감축된 
HFC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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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Y. 폐수 또는 분뇨처리시스템에서 고형폐기물의 분리를 통한 메탄 
발생 방지

프로젝트 유형 휘발성고체는 제거되고 분리된 고체는 심화 처리/사용/폐기되어 저-메탄 배출이 
되는 혐기성 폐수처리 시스템과 혐기성 분뇨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되는 메
탄의 방지 또는 감소.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메탄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회수 및 연소 바이오가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   고형폐기물 분리에 대한 기술은 열처리 기술들과 기계적 고체/액체 분리 기

술들의 하나 혹은 결합된 기술이며, 중력에 의한 것은 아니어야 하며;
·   분리된 고형폐기물의 건조 물질 함량이 20% 이상을 유지하며, 분리의 경우 

24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   프로젝트 고체 분리 시스템에서 액상은 베이스라인 시설이나 베이스라인 시

스템 보다 저-메탄 변환 계수를 가진 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되어야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분뇨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가축 두수, 개별 휘발성 고형배설물의 유형;  
·   폐수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폐수의 유량 및 폐수의 COD 부

하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분노나 폐수 고형물은 메탄 
회수 없이 분뇨 관리시스템 
또는 폐수처리 설비에서 처리
되며, 메탄은 대기로 배출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고형폐기물의 분리와 처리로 
더 적은 메탄이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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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Z. 벽돌 제조에서의 연료전환, 공정개선, 그리고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유형 에너지-효율적인 벽돌 생산 공정의 전환 그리고/또는 화석연료를 재생가능 바이오매스 또

는 저-탄소-집약적 화석연료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   재생가능 에너지;
·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존 또는 신설 벽돌 킬른에서 저-탄소-집약적 연료 사용을 통한 생산되는 벽돌 당 에너
지 소비 절감에 기인한 배출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벽돌의 품질은 베이스라인 벽돌과 동등하거나 더 좋아야 하며; 
·   프로젝트 활동의 시작 이전까지 3년 동안 기존 프로젝트 설비에서 재생바이오매스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   원료 물질에서의 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 경우는 사용될 그 원료물질이 국가/

지역에서 풍부해야 하며;  
·   재생 바이오매스 근원 연료로서 작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작물은 전용 

농장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과거 벽돌 산출량과 연료 소비량.
모니터링:
·   생산되는 산출물; 
·   사용된 연료의 양과 종류;  
·   원료 및 첨가제의 양; 
·   프로젝트 벽돌의 품질.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고-탄소-집약적인 연료와 에
너지-집약적인 기술을 사용
하는 벽돌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효율적인 시설에서 저-집약
적-탄소 연료 또는 바이오매
스를 사용하여 생산한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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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A.  개조기술을 이용한 수송 에너지효율 활동
프로젝트 유형 상업적 여객운송에 대한 기존/중고 차량(ex. 버스, 전동인력거, 택시)의 엔진 개

조로 차량의 연료 효율이 증가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수송에서 에너지 효율 수단이 줄어든 연료소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여객운송의 차량은 동일한 종류이며 같은 연료 및 단일 유형의 개조기술을 
사용하며; 

·   이 방법론은 신규 브랜드의 차량과 기술에 적용 불가능하며(ex. CNG, LPG,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   유사한 운송수단 상황과 비교 가능한 노선에서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동안 
차량이 운행되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개조차량의 남아있는 기술적인 수명의 결정.
모니터링: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차량의 연료 효율;
·   프로젝트 차량에 의해 이동한 연 평균거리;
·   이론상으로 운행되는 프로젝트 차량의 수;
·   운영되는 프로젝트 차량의 점유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승객들이 저효율적인 연료 차
량을 이용하여 운송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승객들이 개조된 고효율적인 
연료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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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B.  독립 산업용 냉장 캐비닛에서 HFC 배출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낮은 GWP를 가진 냉매를 사용한 새로운 상업적인 독립 냉장 캐비닛의 도입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   원료 전환.
낮은 GWP를 냉매의 사용을 통해 높은 GWP(ex. HFC-134a)를 가진 냉매의 누
출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경우에서 케비넷은 한 종류의 오존 파괴 포텐셜(ODP)이 없고 낮
은 GWP를 가진 냉매와 발포제를 사용하며; 

·   프로젝트에 의해 도입된 캐비넷은 프로젝트 부재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캐
비넷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져야 하며; 

·   프로젝트 지지자들은 프로젝트 시행 시점 전에 최소 3년간 높은 GWP를 가
진 냉매로 충전된 냉장고 캐비넷을 만들어 왔고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낮은 
GWP를 가진 냉매를 상당량 사용해오지 않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각 냉장 캐비닛 모델의 초기 냉매 충전 명패(nameplate);
·   냉장 캐비닛 제조, 서비스/유지 보수 그리고 폐기하는 동안 냉매의 누출배출.
모니터링:
·   서비스/관리 하에서 제조되고, 사용되었으며 계약해제 되고 폐기된 냉장 캐

비넷의 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냉장 캐비넷의 제조, 사용 및 
서비스 그리고 폐기되는 동안
에 높은 GWP를 가진 냉매에 
의한 HFC 누출 배출.

프로젝트 시나리오
냉장 캐비넷의 제조, 사용 및 
서비스 그리고 폐기되는 동안
에 낮은 GWP를 가진 냉매에 
의한 HFC 누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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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C.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전기 그리고/또는 열 생산
프로젝트 유형 기존 또는 신규 사용자 또는 그리드에 전력을 공급하는 원료로 천연가스를 사용

하는 연료 전지기술을 활용하여 전기 그리고/또는 열 생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전기 또는 열 생산.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수송 장치에 대해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는 적용불가
능하며.

·   여러 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그리고/또는 스팀/열은 단지 에너지 생산 시설
만 CERs을 주장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화하는 계약이 필요하며;  

·   천연가스가 지역 및 국가에서 충분히 이용가능하며; 
·   프로젝트가 인증 기간 동안 만약 프로젝트가 전지 또는 전지의 일부 대체

를 포함(용융 탄산염, 전극 등)한다면 교체에 의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연료전지 기술의 효율이나 용량에 심각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며; 연료 
전지의 수명은 SSC 방법론의 일반적인 지침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평가되
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모니터링:
·   프로젝트의 에너지(열/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모니터링;
·   수소 상품에 사용되는 원료(ex. 천연가스)의 소비와 구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프로젝트 부재시에 사용된 
다른 기술 그리고/또는 송전 
그리드는 새로운 사용자 또
는 그리드에 전기 그리고/또
는 열을 공급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원료로서 천연가스가 수소 
생산에 사용되고 수소는 대
안적인 기술을 대체하는 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
전지 기술에서 사용된다. 따
라서 베이스라인의 배출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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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D.  수경성 석회 생산에서 배출량 감소
프로젝트 유형 일정량의 전통적인 수경성석회에 대안적인 물질과 첨가제를 혼합하여 건축 목적의 

대안적 수경성 석회 생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수경성석회의 생산 감소와 그 결과 생산 공정 동안 화석연료의 사용과 전기소비량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대안적인 수경성 석회의 품질은 기존의 것과 같거나 더 좋아야하며; 

·   프로젝트에 의해 사용되는 대안물질은 다른 목적의 할당이 없고, 충분한 가용성 
있으며.

·   프로젝트는 기존 플랜트에서 이루어지며; 
·   이 방법론은 프로젝트 발전소의 산출물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으

며 대안적인 수경성 석회의 수출은 배제한다. 
중요변수 ·   대안 수경성 석회는 베이스라인 수경성 석회의 품질표준에 충족하거나 초과 한

다;
·   대안 석회의 총 생산과 대안 석회와 첨가물의 수경성 석회(중간산물) 소비; 
·   연료와 전기 소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통적인 공정을 사용하는 많
은 에너지 소모의 수경성 석
회의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첨가제와의 혼합에 의한 수경
성 석회 생산에 있어 화석연
료 투입물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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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E.  신규 주거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수단
프로젝트 유형 에너지 효율과 선택적인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수단을 신규 그리드-연계 주거 건물에 

설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과 선택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전기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그리드 전기 절약만이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며;

·   바이오매스는 공급을 통한 배출량 감축은 주장될 수 없으며;
·   프로젝트 건물은 신규로 건축된 주거용 건물이며 공간 남방 또는 냉각을 위해 화석 

또는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에 사용되는 냉매가 있는 경우 CFC는 없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거주지역의 월별 전기 소비;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거주지역의 월별 HDD와 CDD;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주거지역의 특성.
모니터링:
·   검증을 위해 제공된 매개변수의 업데이트;
·   프로젝트 거주지역 입주에 관한 연간 기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빌딩에 저-효율적인 전기의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빌딩에서 고효율적인 전기의 
사용과 선택적인 신재생전력
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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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F. 부분적으로 부패된 지방의 고형폐기물(MSW)의 발굴과 퇴비화를 통한 메탄 배출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메탄회수 없이 폐쇄된 고형폐기물처리지역에서 이미 쌓아놓은 도시고형폐기물(MSW)으로 

부터의 메탄배출 방지. 프로젝트 동안, 비 불활성 물질이 폐쇄된 SWDS에서 MSW의 사
전 폭기(pre-aeration), 발굴 그리고 분리를 통해 비료화 되며, 이로 인해 메탄 배출이 
방지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도시고형폐기물의 유기성 물질 혐기성 부패에 의한 메탄의 배출이 대안적인 폐기물 처리
(즉, 비료화)에 의해 방지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방법론은 만약 고압축 산소 공기 분사(20-40% 부피) 또는 주변 공기를 사용하
는 저압 공기분사를 통해 호기성 전처리가 실현가능하다면, 적용가능하다; 

·   기존의 규제는 폐쇄된 SWDS로 부터의 매립가스의 포집과 연소를 요구하지는 않다;
·   퇴비 공정은 담으로 에워싸인 방 및 지붕 덮힌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며, 노천 퇴비화

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제거된 원료 폐기물의 양과 생산된 퇴비의 양; 
·   수송과 관련된 매개변수, ex. 트럭 용량;
·   부분적으로 썩은 MSW와 분리된 비-불활성 분획의 메탄 생성 포텐셜과 관련된 매개

변수;  
·   발굴되고 호기성으로 퇴비화되는 비-불활성 폐기물의 양;
·   시설을 운영하고 보조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된 화석연료와 전기의 연간 소

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MSW이 SWDS내에서 부패
되도록 내버려지고 메탄은 대
기중으로 배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존의 SWDS의 폭기와 발
굴, 이어지는 비 불활성 물질
의 분리 및 퇴비화를 통해 
메탄의 배출이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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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G. 고-탄소-집적 그리드 전기에서 저-탄소-집적 화석연료로의 전환
프로젝트 유형 고농도-탄소 그리드전력에서 저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력 생산하는 포집 

천연가스 기반의 발전업에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발전업을 위한 저탄소-집약적인 연료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그린필드와 기존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그리
드에 의해서 공급되는 화석 연료 기반 전기 생산에서 단일의 저-온실가스-집약적 연
료로의 전환이거나; 

·   배출량 감소가 전기 산출물로만 주장된다면 열병합발전(ex. 열 회수 시설이 장착된 
가스 터빈)이 허용되며;  

·   그리드에 전기를 수출하는 것은 프로젝트 경계의 일부가 아니며; 
·   프로젝트는 통합 공정의 변화를 야기 하지는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기존 베이스라인 플랜트에 대한 과거 전력 생산; 
·   기존 베이스라인 플랜트의 화석연료의 양;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모니터링:
·   화석연료 사용량; 
·   다른 설비로 송출되는 전기를 위한 요소 공정의 산출물은 최종소비자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 생산을 위해 탄소-집약
적인 연료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기 생산을 위해 저-집약적
-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그결
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이
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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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H. 고-탄소-집약적인 연료 믹스율(mix ratio)에서 저-집약적-탄소 
연료 믹스율로의 전환

프로젝트 유형 산업, 거주 지역 또는 상업적 적용에서의 요소 절차에서 저-탄소-집적 화석연료 
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체 및 개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에너지 전환 절차에서 저-집약적-탄소 연료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바이오매스 또는 폐가스/에너지 보다 저-집약적-탄소 연료 비율의 증가;
·   연료전환과 관련된 에너지 효율 향상만이 등록자격이 있으며; 
·   용량 확대 그리고/또는 통합 프로세스 변화 없는 개조 및 교체만이 등록 자

격이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화석연료의 사용량;
·   요소 공정의 산출량과 효율성(ex. 열 또는 전기);
·   모든 베이스라인 화석연료의 사용가능성.
모니터링:
·   요소 공정에 투입되는 화석연료와 에너지; 
·   요소 공정의 산출량과 최종 수신자에게 수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고-탄소-집약 화석연료 믹스
를 사용한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저-탄소-집적 화석연료 믹스
를 사용한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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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I.  소비된 황산 회수를 통한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소비된 산이 수화 석회 또는 석회석과 중성화되는 기존 시설에서 ‘소비된 황산’으로부터 

황산의 회수하여 관련된 CO2 배출이 방지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소비된 산의 중성화 방지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신규 황산 회수 시설이다;

·   소비된 황산의 농도의 범위는 18%w/w에서 80%w/w(무게백분율)이다;
·   특정 소비된 황산 회수 절차가 적용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중성화된 황산 소비량에 관한 과거 데이터; 
모니터링:
·   회수된 황산의 양과 산성도; 
·   프로젝트 실행으로 동등한 에너지의 공급으로 인해 대체될 이웃 시설에 의해 자체 

생산된 과거에너지(전기/스팀); .
·   베이스라인에서의 동등한 에너지 사용을 대체하는 이웃 시설에 공급함으로써 프로젝

트에 의해 대체된 에너지 또는 그리드에 공급된 에너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소비된 황산이 수화된 소석회
를 사용하여 중화되고 CO2 
배출로 이어진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비-수화 소석회가 소비된 황
산을 중성화하는데 사용된다. 
관련된 CO2 배출이 방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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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J.  고형폐기물에 의한 원료의 회수와 재활용
프로젝트 유형 HDPE, LDPE와 PET/PP 플라스틱 원료가 도시 고형 폐기물(MSW)에서 재활용되고 중

간제품 혹은 최종제품으로(ex. 플라스틱 가방) 처리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처녀 물질로 부터의 HDPE, LDPE와 PET/PP 생산 감소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재활용 공정은 수동 및/또는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고 세척, 건조, 압

축, 파쇄 및 펠릿화가 포함될 수 있다;
·   최초 원료와 비교해서 재활용된 원료에서 HDPE/LDPE/PET/PP의 제품생산에 각

기 다른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만 배출량 감소를 주장할 수 있다; 
·   재활용시설과 제조시설 사이에서의 계약된 합의는 둘 중 한곳에서만 CERs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   3년간 과거데이터는 교체된 최초 원료가 Annex1국가에서 수입되지 않았음을 입증

해야 한다.;
·   PET/PP의 재활용을 위해선, 재활용된 PET/PP와 최초 투입물로 만든 PET/PP 사

이의 화학적 동등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제조업 시설에 판매된 각각의 재활용된 원료 유형의 양;
·   재활용설비에서의 전기와 화석연료 소비;
·   PET/PP의 고유 점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HDPE, LDPE와 PET/PP가 
높은 에너지 소비 결과로 최
초 원재료에서 생산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최초 원재료를 기반으로한 
HDPE, LDPE와 PET/PP의 
생산이 감소된다. 재활용 원
료의 사용은 낮은 에너지 소
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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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K. 수송 분야 적용을 위한 바이오디젤 생산과 사용
프로젝트 유형 전용 농장에서 재배된 오일씨드와 폐기물 오일/지방으로부터 생산된 수송분야 적용

을 위해 사용될 바이오 디젤의 생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재생가능 바이오매스의 사용에 의해 차량/수송 기기에서 연소를 위한 고-탄소-집약적 
화석 연료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오일 작물은 “CDM A/R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황폐화되
고 또는 황폐화가 진행중인 토지의 식별에 관한 도구”에 의거하여 황폐되고 또
는 황폐화되고  또는 황폐화가 진행중인 토지 또는 한 개 도는 여러개의 등록
된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프로젝트 경계에 포함된 지역에서 재배된다. 이
탄습지(peatlands)에 설립된 농장은 수행할 수 없다;

·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   혼합 바이오디젤을 만드는데 있어 디젤이 20%(부피로)까지 차지한다;
·   바이오디젤과 혼합 바이오디젤은 단독적인 집단차량에서 최종 소비된다;
·   에스테르화에 사용되는 알코올은 화석연료 기원은 메탄올이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플랜트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양과 바이오디젤 및  혼합된 바이오

디젤의 자가 사용자(captive users)에 의한 소비;
·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오일시드와 폐 지방/오일을 처리하기 위한 화석연

료의 양과 전기 소비; 
·   자트로파 및 팜 오일에 대한 기본 값을 적용하지 않으면 오일 작물의 재배에서 

프로젝트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한 매개변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석유디젤이 수송장비에 사용
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오일 작물이 재배되고, 혼합 
바이오디젤이 생산되며 수송 
장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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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L.  단일 순환에서 결합된 순환 전력생산으로의 전환
프로젝트 유형 삼중병합 시스템 있거나 없는 기존 단일-순환 가스터빈 또는 내부 연소 엔진(들)이 자가 

사용(captive use) 그리고/또는 그리드로 공급하기 위해 부가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삼중
병합이 있거나 없는 결합된 순환 시스템으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연료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시작 전의 최소 3년 이전에 미사용한 초과된 열을 활용(ex. 가
스 터빈/엔진 배기열)한다;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유용한 열에너지는 단독사용만 (captive use 
only)을 위한 것이다;

·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일-순환 가스 터빈/엔진 시스템(시스템의 수명 및 용량의 증가
는 없음) 어떠한 주요 분해점검과 관련이 없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그리드 배출계수(사후에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   프로젝트 시작시점에서 3년간의 기존 시스템의 연평균 순 전기 생산량;
·   프로젝트 시작시점에서 3년간의 기존 시스템의 연평균 연료 소비량;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의한 순 전기 생산량;
·   프로젝트에 의해 소비된 연료와 전기사용량;
·   프로젝트에 의한 순 열 에너지 소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기가 열에너지(스팀 또는 
열수)의 동시생산이 되든 안 
되든 단일-순환 가스터빈
(들)/엔진(들)에 의해 생산된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존의 단일-순환 가스 터빈
(들)이 열에너지(스팀 또는 
열수)가 동시 생산이 되든 안 
되든 더 효율적인 전기 생산
을 위해 결합-순환 가스/터
빈(들)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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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M.  열병합/삼중병합 시스템에서 화석연료 전환
프로젝트 유형

신규 및 기존 열병합/삼중병합 시스템에서 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에서 저-집약적-탄소 
화석연료로 화석연료 전환(ex. 열병합/삼중병합 유닛에서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연료 투입물의 효율성(열과 전기 산출물/ 연료 투입물)이 베이스라인 보다 좋아야 하

며 (또는 최소 동등하다);
·   특정 보조 에너지 소비는 ±10% 보다 더 많이 변하지 않으며;
·   기존의 열병합/삼중병합 시스템은 적어도 프로젝트 시작시점에서부터 3년간에 과거 

데이터가 필요하며(3년보다 적을 경우, 1년간의 운영기록);
·   냉매를 이용한 냉각장치의 설치일 경우, 냉매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갖고 있지 

않거나 소량이며, 오존층 파괴 가능성(ODP)이 존재하지 않아야하며;
·   프로젝트는 제공된 서비스의 다른 수준 및 생산 공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요변수 ·   순 전기 생산량;
·   소비된 화석연료의 양;
·   프로젝트에 의해 전달되는 열에너지(질량 유량, 온도, 난방/냉각을 위한 압력).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력/열/냉각의 생산을 위한 
열병합/삼중병합발전 시스템
에서의 탄소-집약적인 화석
연료의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전력/열/냉각의 생산을 위한 
열병합/삼중병합발전 시스템
에서의 탄소-집약적인 화석
연료에서 저-집약적-탄소 화
석연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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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N.  기존 제조업에서 화석연료 전환
프로젝트 유형 고-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에서 저-탄소-집약적 화석연료 또는 저탄소 집약적인 전기

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저-온실가스-집약적인 연료/에너지원으로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연료 전환은 과거 3년간의 데이터가 있는 제조 시설에서 수행가능하다.;
·   투입물과 산출물의 유형이 동일하다(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수준 높은 

서비스의 산출물);
·   각 요소 제조공정에서의 연료전환은 단일 화석연료에서 저-집약적-탄소 단일 

화석연료 또는 전기 그리드로 전환;
·   연료전환은 에너지효율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   기본 공정 또는 다른 다운 스트림/업 스트림 공정은 화석연료의 전환 결과로 

변화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화석연료의 사용량 또는 소비된 그리드 전기의 양; 
·   베이스라인 원자재 소비와 제품 산출량.
모니터링:
·   화석연료의 사용량 및 소비된 그리드 전기의 양;
·   요소 공정의 연간 순 프로젝트 생산 또는 상품 산출량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ex. 열/용융 금속)에는, 연간 순 프로젝트 원료 소비량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제조 공정에서 열 생산을 위
해 지속적인 고-탄소-집약적
인 화석연료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제조 공정에서 열 생산을 위
해 저-탄소-집약적 연료 또
는 저-탄소-그리드 전기로 
연료 전환 



225

AMS-III.AO.  제어된 혐기성 소화를 통한 메탄 회수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활동은 바이오가스 회수와 연소/플레어시스템을 갖춘 밀폐된 반응기에서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다른 유기물질 및 바이오매스의 제어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발생 방지.

메탄 발생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만약 하나 또는 여러 기질의 원료가 만약 입증가능하지 않다면 유기물질이 혐기성 
붕괴하게 될 것이며,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유기물질은 0 으로 계산하며. 

·   동물 분뇨를 단일원료 기질로 처리하는 프로젝트 활동은 AMS-III.D.를 적용해야하고 
에만 적용되어야하며, 폐수 처리에서 발생한 폐수 그리고/또는 슬러지를 처리만 하는 
유사 프로젝트 활동은 AMS-III.H.를 적용해야 하며;

·   프로젝트 활동은 처리 부지의 매립지 가스를 회수하거나 연소시키지 않고 (AMS-III.G. 
와는 다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의 제어된 연소도 
수행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조건에서, 소화를 위해 사용된 바이오매스 처리 사이트의 특징과 위치.
모니터링:
·   고형폐기물의 양(가축분뇨 제외);
·   메탄의 물리적 누출에서 부터 메탄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매개변수;
·   전기 그리고/또는 연료 소비에서부터 배출량과 관련된 매개변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바이오매스 및 다른 유기물질
은 혐기적으로 부패되도록 방
치되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바이오가스 회수 및 연소/플
레어 시스템을 갖춘 밀폐된 
반응기에서 혐기성 소화를 통
해 바이오매스 또는 다른 유
기물질의 생물학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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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P. 포스트-피트 타입 공회전방지설비 적용을 통한 수송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 유형
승객운송을 위한 대중교통(ex. 버스)에 설치되는 포스트-피트 타입(post-fit type) 
공회전방지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수요측면의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감소와 이에 해당하는 배출량의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대중교통을 위해 사용된 차량;

·   가솔린 및 경유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포스트-피트(Post-fit) 타입의 공회전 방지설비가 설치 가능한 차량.

중요변수 모니터링:
·   y년 차량의 누적 공회전 기간;
·   y년 차량의 공회전 중지의 총 횟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차량의 
지속적인 공회전

프로젝트 시나리오
포스트-피트(post-fit) 유형
의 공회전 방지 설비를 사용
하는 대중교통의 차량이 차량 
엔진을 끄고 공회전을 방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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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Q. 교통 수단에 바이오-CNG의 도입
프로젝트 유형 재생가능 바이오매스에서 압축된 천연가스의 생산(바이오-CNG)과 바이오-CNG를 교통수

단에 적용. 바이오-CNG는 전용 재배지의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양한 원료에서 유래 된다: 
폐수처리; 분뇨관리; 바이오매스 잔류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재생에너지.

차량에서 연소를 위한 고-온실가스-집적 화석연료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바이오-CNG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된 가솔린차량에서 사용된다. 디젤차량
은 포함되지 않으며;

·   바이오-CNG의 메탄 함유량은 국가의 규정 또는 최저 96%에 부합하며;
·   전용재배지에서 유래된 경우, 바이오-CNG의 생산 원료가 조건에 적용되며;
·   바이오-CNG의 수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   바이오-CNG 생산자만이 배출량 감소를 주장할 수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국가에서 바이오연료와 화석연료의 의무 혼합을 규정한 곳에서의 혼합(질량 기준)에

서 가솔린의 분율의 결정; 
·   베이스라인 차량의 과거 휘발유 소비량.
모니터링:
·   충전소, 소매업에서 직접 이루어진 생산, 분배, 판매, 소비된 바이오-CNG의 양;
·   메탄의 물리적 누출에서 메탄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변수;
·   재생가능 바이오매스 경작지에서의 프로젝트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변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가솔린 또는 CNG가 베이스
라인 차량에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단지 바이오-CNG만이 프로
젝트 차량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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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R.  화석연료 기반 조명을 LED/CFL 조명시스템으로 교체 
프로젝트 유형 주택지 및 비-주택 지역 적용(ex. 주변조명, 작업조명, 휴대용조명)에서 휴대 가능한 

화석연료 조명(ex. 심지 기반의 등유 등불)을 배터리를 사용하는 LED 및 CFL 기반
의 조명시스템으로 교체하는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효율.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서비스(조명)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조명기기의 배터리가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충전되며; 

(a)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의한 충전(ex. 태양광 발전시스템 또는 수동크랭
크 전기와 같은 기계적 시스템);
(b)   독립형 분산 전원시스템(ex. 디젤 발전기) 또는 미니 그리드에 의해 충전;
(c)   지역/국가 그리드로 연계된 그리드에 의한 충전;

·   프로젝트 조명기기는 최소의 정격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자신의 제조업체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며;
-   1옵션 5,000시간, 방법론의 16단락;
-   2옵션 10,000시간, 방법론의 17단락;

·   프로젝트 조명기기는 최소 일년간의 보증기간이 있으며;
·   대체된 베이스라인 조명기기는 직접적으로 화석연료를 소비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프로젝트 조명기기 분배 데이터의 기록;
·   일부 경우에서 y년에서 서비스되어 작동하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분배된 프로

젝트 조명기기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 조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화석연료 기반의 조명기기 사
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LED/CFL 기반의 조명시스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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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S. 비-에너지 적용을 위한 기존 제조 시설에서의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
프로젝트 유형 기존의 제조 설비(ex. 철, 세라믹, 알루미늄, 석회 ,클링커 생산)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원(혹은 혼합된 에너지원)에서 재생가능 바이오매스 및 재생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의 믹스로의 연료전환을 위한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비-에너지 적용에 있어,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매스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전환.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연료전환은 과거 3년간 데이터가 있는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투입물과 산출물의 유형이 동일해야 하며(베이스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향상되거나 

동등한 서비스레벨의 산출물);
·   재생가능 바이오매스 근원이 되는 작물이 “A/R CDM 프로젝트 활동 실행 고려를 위

한 황폐화 되었거나 황폐화가 진행되는 토지를 식별을 위한 도구” 방법론에 따라 황
폐화 되었거나 황폐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구별된 지역이나 하나 혹은 여러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경계에 포함된 지역에서 재배된다. 이탄습지에 형성된 농장은 
자격이 없다; 

·   재생에너지 원료에서 형성된 합성가스는 적용가능하다;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화석연료 사용량;
·   베이스라인 원료 소비와 제품 산출량.
모니터링:
·   공정의 연간 생산 산출량 또는 생산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간 프로젝트 원재

료 순 소비량;  
·   바이오매스의 순 사용량(net quantity);
·   소비된 화석연료와 전기량;
·   순발열량/ 바이오매스의 수분함유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제조 생산 공정에서 화석연료
의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제조 생산 공정에서 재생 가
능한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
오매스/화석연료 혼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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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T. 수송수단에 디지털속도계 시스템 또는 유사장비 설치를 통한 
수송에너지효율 활동

프로젝트 유형 화물차량 그리고/또는 상업적으로 승객을 나르는 차량내에서 차량의 성능과 운
전자의 운전성적을 모니터하고 운전자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디지털속도
계 시스템 및 유사 장치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화석 연료소비감소와 이에 해당하는 배출량의 감축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방법론은 승용차 집단과 화물집단차량에 적용되며, 단일소유주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   프로젝트 활동은 프로젝트 활동 전에 제공된 차량의 서비스 수준이 변경되지 
않는다.; 

·   프로젝트 활동은 기존 차량의 연료 전환과 연관이 없다;
·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비의 설치가 된 지역에서는 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다; 
·   화물집단차량의 경우, 프로젝트 참가자는 경로를 추적하여 어떤 차량을 운영

하는지, 노선의 특성, 각 노선의 서비스 수준과 프로젝트 전후의 각각의 추
적경로에서 사용 중인 차량을 확인해야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각 차량의 총 이동거리;
·   연차에 따라 식별한 차량과 특성, 적재용량과 과거 데이터의 가용성;
·   프로젝트 각 차량의 화물 t당 수송수단의 연간평균거리;
·   차량에 의한 연료 소비량; 
·   프로젝트 각 차량을 통해 수송된 총 연간 화물량;
·   장비설치가 의무적인 관행인지, 또는 강화된 공회전방지 정책이나 입법이 시

행중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연간 모니터링;
·   연료 센서(미터기)를 포함하여 모든 장비와 피드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비활성화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비효율적인 운행에 의한 화석
연료소비.

프로젝트 시나리오
운전자에게 비효율적인 운행
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여 
차량 연료 효율을 가져오는  
운전자 행동을 권장하는 디지
털 속도계 시스템 및 유사한 
장치가 화석연료 소비를 줄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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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U. 쌀 경작에서 조절된 물 관리 관행에 의한 메탄배출의 감소
프로젝트 유형 아래 해당하는 프로젝트 활동이 포함된다:

a)   연속적인 것에서부터 간헐적 홍수 상태 그리고/또는 짧은 홍수 상태의 재배 기간 
동안에 수역이 변경된 쌀 농장; 
b)   대체 습지와 건조방법과 호기성 쌀 재배방법; 그리고
c)   이식에서 직접 쌀 씨앗을 심는 것으로 쌀재배 관행을 바꾼 쌀 농장.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쌀 경작 토양에서 유기물질의 줄어든 무혐기성 부패.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지역에서 쌀 재배는 독점적으로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확장된 시간동안 

홍수가 드는 들판이며; 
·   프로젝트 쌀 재배지역은 제어되는 관계와 배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   프로젝트 활동은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에 재배되지 않은 

품종으로 전환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   재배 기간 동안의 훈련과 기술적 지원은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이며;
·   특정한 경작 요소, 기술을 포함한 도입된 경작 관행과 작물 보호 제품이 사용은 지역 

규제 제한에 적용되지 않으며; 
·   만약 기본값 접근법(default value approach)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참여

자는 기준지역에서 폐쇄된 챔버 방법과 실험실 분석을 사용하는 공공 기반 시설에 
접근하여 CH4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베이스라인 배출계수와 프로젝트 배출계수(계절당 kgCH4/ha) 또는 기본값 접근법에 

대한 지정한 매개변수;
·   집계된 프로젝트 지역
·   프로젝트 재배 방법으로 준수되는 농장의 모니터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쌀 경작 토양에서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에 의한 메탄의 
발생.

프로젝트 시나리오
메탄 배출량 방지, 예를 들
어, 재배 기간 동안에 연속적
인 것 에서부터 간헐적인 홍
수 상태 그리고/또는 짧은 
홍수 상태에 따라 유역을 변
경함으로써 메탄발생을 방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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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V. 안전한 식수 생산 시스템에서의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
프로젝트 유형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며 비-재생바이오매스 및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물을 끓이는 것을 대

체하기 위해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 수질 정화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 활동. 한 개 또
는 그 이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물을 처리 (염소화처리, 결합응집제/소독 분말 및 태양소
독)하는 물 정보안내시스템(Water kiosks) 또한 등록 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고-온실가스-집약 시스템으로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 이전에 안전한 식수를 프로젝트 경계로 공급하는 공공 분배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   프로젝트 기술/장비의 적용은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ⅰ) 최소 “가정용 물
처리 옵션 평가: 건강 기반과 미생물학적 성능“(WHO, 2011); 및 (ⅱ) 해당 국가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 

·   수 처리 기술의 수명이 프로젝트의 유효 기간보다 짧은 경우, 최종 사용자가 대등한 
품질의 교체 정화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문서가 있
어야한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지속적으로 작동 되었는지 와 동등한 대체품으로 교체된 것에 대한 체크; 
·   정수된 물의 양; 
·   안전한 식수 공공 분배 네트워크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매년 체크; 
·   정제된 물이 공급된 사람의 수;
·   안전한 식수의 품질;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한 총 전기 및 화석연료 소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수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물
을 끓이는데 회석연료/비-재
생 바이오매스의 소비. 

프로젝트 시나리오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 수질정
화시스템은 안전한 식수 공급
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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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W. 그리드 확장을 통한 농촌지역의 전기보급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실행 이전에는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았던 농촌지역에 국가 또는 지역 그

리드에 의해 전기가 공급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재생에너지.

· 고-온실가스-집약 수단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전기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최종소비자는 사업시행 이전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았다; 

·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그리드 전기는 프로젝트에 의해 교체되지 않는다;
· 그리드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이 총 전기생산량의 99%이상일 경우에만 

배출 감소를 주장할 수 있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경유를 기반의 소규모 전기 그리드의 경우, 소규모 그리드에 연결된 발전소의
연료 소비와 전기 생산 사용량 (최근 과거 3년간 데이터).

모니터링:
· 프로젝트 지역으로 전송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의 순 송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프로젝트 활동이 없었을 경우 
최종사용자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경유발전기 사용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최종 사용자에게 그리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기( 
99%)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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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X.  고형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메탄산화층(MOL)
프로젝트 유형 MOL에서 생물학적 산화를 통해 메탄의 배출을 방지하는 고형폐기물 처리장의 옥

상에 MOL의 설치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파괴.
고형폐기물 처리장에서 메탄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매립가스의 저농도(4 L CH4·m-2·h-1 이하) 또는 다른 이유에서 매립가스의 포집
과 처리작업이 적용되지 않았던 곳에서 적용가능하며; 

·   활성화된 가스 추출시스템이 있는 고형폐기물 처리장에 또는 아직도 처리를 위해 
폐기물을 수령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 MOL이 필요로 할 경우 적용 가능하지 
않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메탄 산화 원료품질인 TOC, 알모늄과 아질산염의 매개변수들이 분석되어야 한다;
·   MOL 건설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 예를 들면 MOL과 가스분배 층의 두께/ 

적용 동안의 균형층의 두께;
·   메탄 산화 성능과 관련된 매개변수, 예를 들어 관련 분배 중간층에서의 측정된 메

탄의 볼륨분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폐기물에서의 바이오매스와 
다른 유기 물질이 부패되게끔 
방치되면 메탄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방출되던 메탄이 MOL에 의
해 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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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AY.  기존과 신규 버스 노선에 LNG버스의 도입
프로젝트 유형

기존과 신규 버스노선에 승객 수송을 위한 LNG버스의 도입과 운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전환.
고-온실가스-집약 차량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기존과 신규 노선은 지정되어 있다;
·   노선당 한종류의 버스와 연료가 사용된다;
·   신규 노선 경우, 프로젝트 활동 시작일 기준으로 이전에 화석연료 버스에 의해 

서비스되었고 신규 노선이 계획되어 있었어야 한다;
·   버스의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의 운영 빈도는 동일해야한다;
·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버스는 비교 가능한 전력등급과 탑승용량이 있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연료 정보(발열량와 배출계수);
모니터링:
·   베이스라인 버스의 특정 연료 소비량;
·   베이스라인 버스에 의해 운영되는 총 연간 운행거리;
·   프로젝트 버스의 연료 소비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버스가 디젤 또는 그와 동등
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버스가 LNG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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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A.  E-폐기물에서의 물질 회수와 재활용
프로젝트 유형 철, 비철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전문 시설에서 수행하는 수명이 

다하고, 버려지고, 남고, 사용되지 않거나 손상 입은 전기 그리고 전자장비의 수거와 재활
용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최초 원료를 통한 메탄과 플라스틱 생산량의 감소. 관련된 에너지 소비 감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방법론은 아래 해당하는 원료에 적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강철, 구리, 금, 은, 

팔라듐, 주석,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HIPS(High lmpact Poly 
styrene)

·   프로젝트 활동하의 원료 재활용은 오직 수명이 다된 E-폐기물에서만 회수되어야 하며;
·   E-폐기물의 재활용에 의해 생산된 플라스틱과 금속의 물성은 원료자체에 의한 금속

과 플라스틱의 물성과 동일해야 하며; 
·   E-폐기물의 사전적인 베이스라인 재활용율은 E-폐기물의 총양의 20%보다 작거나 

동일해야 한다. 베이스라인 재활용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프로젝트 활동은 국
가에서 급격히 높은 재활용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처리 및 제조시설로 전송되고 재활용되는 원료의 양;
·   재활용 시설에서의 전기 및 화석 연료 소비량;
·   프로젝트 활동에서 재활용 재료는 수명이 다한 E-폐기물에서만 회수되었다는 증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금속과 플라스틱이 최초원료
로부터 생산되고 높은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최초원료에 의한 금속과 플라
스틱 제조가 감소된다. 재활
용 원료의 사용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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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Ⅲ.BB. 그리드 확장 또는 신규 소규모 그리드 건설을 통한 
마을 단위 전기보급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활동은 사업시행이전에 국가/지역 전력계통에 연계되지 않고, 고-집약적-
탄소 미니 그리드 또는 단독 전력생산시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던 소비자에게 전
력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시행이전에 사용되었던 연료기반의 조명시스템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고-집약적-온실가스 산출물의 교체.

저-집약적-탄소 그리드/소형 그리드 전기가 고-집약적-탄소 전기 또는 조명 
서비스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국가 또는 지역 그리드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마을단위;

·   최종 사용자 중 적어도 75%는 가정이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각 소비자의 물리적 위치와 접속 부하 예상량 그리고 각 소비자의 사용시간.
모니터링:
·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기총량의 계측(ex. 변전소에서);
·   비-가정부문 최종소비자의 전력사용량과 연간 1,000kWh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가정에서의 전력사용량 계측.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본 프로젝트 활동이 없었을 
경우 최종 사용자는 화석연료 
기반의 조명, 조명 이외의 전
기제품(예를 들면, TV)를 위
해서는 단독 디젤 전기발전기
를 사용하거나 화석연료 기반
의 소규모 그리드에 의해 공
급받았을 것이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소비자들은 국가 또는 지역 
또는 소규모 그리드의 연결을 
통해 전기을 공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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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C.  차량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차량의 운영 효율성 증대(ex. 트럭, 버스, 자가용, 택시, 또는 모터 세발자전거 

등의 차량)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효율.

다양한 장비 그리고/또는 활동의 효율 향상을 통한 화석연료 절감.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공회전방지설비와 에코-운전시스템 설치, 타이어 구름저항의 개선, 에어컨 
시스템의 향상, 저점성오일의 사용, 공기저항 감소방안 및 변속기향상, 
엔진효율 향상을 위한 개조;

·   집단차량은 하나의 사업자가 관리하고 소유하며, 직원 혹은 계약자에 의해 
운영 된다;

·   연소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의 이용 시 엔진효율성의 향상이 없다면 적용 
불가능하다.

중요변수 모니터링:
·   차량 종류의 특정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연료 소비;
·   차량 종류의 차량 당 총 평균무게;
·   프로젝트 차량 종류의 활동 수준(운행된 거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차량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화석연료 소비

프로젝트 시나리오
차량의 향상된 효율적인 운영
으로 인한 화석연료소비의 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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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D. 알루미늄 주조를 위한 주괴 대신에 용융 금속의 공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 유형 알루미늄 주조를 위한 주괴 대신에 용융 알루미늄을 직접 공급하기 위한 스크랩 알루미늄 재활용 
유닛의 설치 및 운영으로 알루미늄 잉곳을 찢고 녹이는데 들어갈 에너지 사용의 방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알루미늄 잉곳의 재 용융 의한 금속 손실로 동등한 양의 일차 알루미늄을 생산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원료 전환.

·   에너지효율.
고-집약적-온실가스인 산출물의 교체. 주조설비에 용융 알루미늄의 직접적인 공급으로 에너지 절약.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기존시설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재활용과 주조 설비는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이후 
최소 3년간 운영실적을 갖고 있으며;

·   만약 프로젝트 사이즈가 주조 설비 당 연간 600t CO2보다 클 경우, 베이스라인 입증을 위한 
의무 투자 분석;

·   재활용 설비와 주조 유닛 사이의 뜨거운 금속의 이동은 뚜껑이 닫힌 레이들(Ladle)에 의해 
사용 되며;

·   재활용 설비와 주조 장치 사이 간의 배출량 감축분의 중복산정을 방지를 위한 계약해야하며;
·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시나리오에서의 생산 제품은 균일하게 유지되며, 설치된 용량의 

오차범위 ±10%내에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주괴의 재-용용(re-melting) 공정 동안에 산화 때문에 알루미늄의 % 손실;
·   용융유닛으로 공급되는 주조 장치에서의 용광로 효율.
모니터링:
·   공급되는 용융 알루미늄의 수량;
·   용융금속의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 소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알루미늄 금속 재활용 설비에
서부터 주조 유닛으로의 알루
미늄 잉곳의 공급. 주조 유닛
은 성형 전에 화석연료 그리
고/또는 전기를 사용하여 잉
곳을 녹임. 잉곳이 녹는 동
안, 일부 알루미늄 금속이 산
화로 인해 소실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알루미늄 회수 유닛으로부터 
용융 알루미늄의 직접적인 공
급을 통해 주조 유닛에서의 
잉곳의 재용융을 방지하고 알
루미늄 생산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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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E. 멀칭을 통해 사탕수수 수확 전 노천 소각에 따른 CH4와 N2O 
배출의 방지

프로젝트 유형 멀칭에 의한 사탕수수 수확에서부터 얻은 바이오매스의 호기처리법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멀칭으로 사탕수수 바이오매스의 수확 전 노천소각 대체에 
따른 CH4과 N2O 배출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지역에서 노천 소각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관행이다라는 것이 프로젝트 활동 시작 시점에서 사전에 확립되어야 하며;
·  프로젝트 활동의 시작 시점 3년간 동일한 토양에서 참여 농장이 사탕수수만을 

재배해 왔거나 다른 작물과 더불어 사탕수수를 재배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  멀칭 공정 전에 사탕수수 바이오매스가 저장된다면, 저장기간은 7일 이내여야 
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농장에서 사탕수수의 재배;
·   프로젝트활동 실행 이전의 개방연소 상태.
모니터링:
·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잔재물의 멀칭공정;
·   프로젝트 활동 이후 개방연소의 상태;
·   사탕수수 수율과 원당 생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잔류물
이 개방된 불에 태워진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잔류물
이 수집되고 멀칭에 의해 필
드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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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F. 소량 시비를 필요로 하고 질소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씨앗(Seed)의 
활용으로 인한 N2O 배출의 감소

프로젝트 유형 작물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질소를 활용하여 유전학적으로 뚜렷한 유형의 씨앗(Seed)을 사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작물에 의해 사용된 비료의 양을 줄임에 따른 농업활동에서 N2O 배출의 방지.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씨앗은 식물에 사용되는 질소 당 산출물의 수확물의 수량이 질소 흡수와 대사경로의 
방법에 의해 뚜렷하게 증가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되며;

·   NUE 씨의 포장재에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항상 다른 씨앗과는 분리된 
상태로 있어야한다;

·   합성 질소 비료 적용 시 비용 절감이 전체 또는 일부에서 강화된 생물학적 고정(ex. 
리조비아(rhizobia) 활동에 의한)에 기인되는 기술/수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합성 질소 비료, 작물 수확량 및 관리 관행에 대한 과거정보.
모니터링: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생산된 작물 양;
·   개간된 면적; 
·   프로젝트 기술과 베이스라인에서 활용되는 농장/들(fields)에 의해 활용되는 질소비료의 

총량;
·   프로젝트 시나리오에서 지역 개간 효율성(생산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경우와 동일한 산
출물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종자와 질소비료 비
율의 사용.

프로젝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와 
동일한 산출물 생산을 달성하
기 위해 질소 효율적인 씨앗
(NUE) 및 환원된 질소 비료 
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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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G.  지속가능한 숯 생산과 소비를 통한 배출량 감소
프로젝트 유형 확인된 소비자에게 공급을 위한 숯의 생산에서 비-재생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대체한 

프로젝트 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연료 및 원료 전환;
·   에너지 효율.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도입으로 고-집약적-온실가스, 비-재생 바이오매스가 
적용된 연료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숯(charcoal)의 최종 소비자는: (ⅰ) 가정; 및 (ⅱ) 중소기업(SME); 및 (ⅲ) 숯 시
장에 의해 공급되는 가구 그룹; 

·   프로젝트 활동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하는 효율적 숯 생산 기술을 
도입해야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사용된 킬른(Kiln);
·   베이스라인 킬른(Kiln)에 사용된 원료.
모니터링:
·   생산된 숯의 양;
·   에너지 소비;
·   프로젝트 활동에서 생산된 숯을 사용하는 최종소비자.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재생 가능 및 비-재생 바이
오매스 사용에 의한 숯의 생
산.

프로젝트 시나리오
더 효율적인 방법에서 재생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숯의 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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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H. 석고콘크리트 벽체의 제조 및 설치에 따른 벽돌과 시멘트 생산 대체
프로젝트 유형 벽 건설에서 저-집약적-온실가스 석고 콘크리트 벽체로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작업을 대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온실가스 배출 방지.

고-집약적-온실가스 건축자재의 교체.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국내에서 생산된 석고콘크리트 벽체는 신규 건물 프로젝트의 울타리(화합물/ 
보안 벽) 및 기존 건물의 확장, 내력벽과 내력벽이 아닌 곳에 적용가능하기 
위해 사용되어야한다;

·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당사국의 수입시멘트의 비율은 당사국에서 생산된 
시멘트의 10%미만이다;

·   중복산정 방지를 위해 벽체 구매자 혹은 최종소비자가 사용한 벽체에 대한 
CER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석고콘크리트 벽체의 적용 가능한 유형;
·   석고콘크리트 구성요소;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벽의 평방미터 당 사용된 시멘트의 양과 벽돌의 수.
모니터링:
·   최종소비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판매된 벽체의 면적;
·   석고콘크리트 벽체의 생산에서 소비된 원료의 양;
·   프로젝트 활동에서 생산된 숯의 최종 사용자.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벽 건설에서 벽은 벽돌과 시
멘트와 같이 기존의 건설자재
가 사용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벽 건설에서 석고 콘크리트 
벽체를 사용하며, 베이스 사
나리오와 비교하였을 때 같거
나 더 나은 서비스와 성능 
수준을 제공한다.



244

AMS-III.BI.  가스처리 시설에서 소각가스(flare gas)의 회수
프로젝트 유형 기준 외의 가스를 포집하고 전용 프로젝트시설에서 정화/공정과 압축 후 시장으

로 운송하기 위해 가스 판매 라인에 주입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에너지 효율.

기준외의 폐가스의 회수와 유용한 가능한 사업에 적용.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사용되며, 가스공정설비(GPF)에서 생산되는 기준 외의 
가스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프로젝트 시작일의 3년 전에 이미 소각 
(배출은 안 됨)되었다;

·   프로젝트 활동에서 회수된 기준외의가스는 시장으로 유통되기 위해 가스 판매 
라인에 주입되기 전에 가스공정설비에서 포집, 압축 그리고 정화/공정처리가 
되어야한다;

·   기준 외 가스의 부피, 에너지 조성, 함량은 측정 가능하다;
·   복구지점과 가스공정설비의 공급지점 사이에서 기준 외 가스 파이프라인에 

추가적인 연료가스 및 건조가스가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기준 외 가스의 구성요소와 양.

모니터링:
·   활용된 기준 외 가스의 구성요소와 양;
·   연료와 전기사용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준 외의 가스는 소각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준 외의 가스를 포집하고 
전용 프로젝트시설에서 정화/
공정과 압축 후 시장으로 운
송하기 위해 가스 판매 라인
에 주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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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BJ. 에너지회수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한 유해폐기물의 
파괴

프로젝트 유형 합성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한 유해폐기물의 가스화. 전기와  
열은 생산된 합성가스에 의해 생산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생산된 합성가스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이 프로젝트는 유해폐기물만을 연소시키며;

·   유해폐기물의 연소에 규제가 요구되며;
·   기존의 유해폐기물 소각로에서 열과 전기를 만들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과거 폐기물 연소에 대한 기록;
·   과거 폐기물 연소를 위한 연료와 전기 소비.
모니터링:
·   프로젝트 폐기물 연소;
·   프로젝트 연료와 전기 소비;
·   연소 규제의 허용 비율(Compliance rate);
·   발생된 열 그리고/또는 전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유해폐기물이 에너지를 생산
하지 않고 소각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유해폐기물이 에너지 생성과 
더블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
하여 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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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및 재조림(A/R)CDM 프로젝트 활동
  



247

4.1. A/R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 개요
 다음과 같은 조건 및 정보는 모든 A/R 방법론에 대
한 관련되며 방법론 요약에 제시된 조건에 추가로 적
용할 수 있다: 

·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적절한 토지의 식생피복
(Vegetation cover)은 1989년 12월 31일 산림 임
계값 보다 낮아야 한다. 이것은 입증이 필요하다. (ex. 
위성이미지 또는 참여농촌 감정평가(PRA)를 사용하여)
· 프로젝트 토지는 인간의 개입 없이는 나무 식생이 
등장하여 산림을 형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프로젝트의 시작날짜는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여야 한다;
· 프로젝트 활동의 부재시, 프로젝트 활동에서 고려되
지 않은 탄소저장고의 탄소저장량은 상대적으로 프로
젝트 시나리오에 비해 증가 혹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
된다.

A/R CDM 프로젝트 활동으로 t-CER과 1-CER이 발
행된다.

 A/R 방법론은 대규모 및 소규모로 구별 될 수 있다. 
소규모 A/R 방법론은 프로젝트 설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단순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소규모 A/R 프
로젝트 활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1) 흡수원에 의한 인위적 온실가스 순 흡수량은 연간 
16,000t/CO

₂이하여야 하며;
(2) 저소득 지역 사회와 당사국에서 결정되어진 개인
에 의해 프로젝트 활동이 개발되거나 실행되어야 한
다. 

 만약 A/R CDM 프로젝트 활동이 이들 기준에 부합
하지 않으면 A/R 대규모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248

4.2. A/R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Tool)
 A/R 방법론과 관련된 방법론적 도구(Tool)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서 추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결합된 도구

 이 도구(Tool)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추
가성을 입증하는 단계별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Step 0 A/R 프로젝트 활동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사
전 심사;
Step 1 대체 토지 사용 시나리오 식별; 
Step 2 장벽(장애물) 분석;
Step 3 투자 분석(필요시);
Step 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식별;
Step 5 일반적인 사례 분석.

 이 도구(Tool)는 소규모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 할 수 
없다.

A/R CDM 프로젝트 활동 내의 측정을 위한 표본구
(Sample Plots) 수의 계산

 이 도구(Tool)는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베이스
라인 및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샘플링 기반 측정을 통
해 바이오매스 축적량 추정에 필요한 포본구(Samlple 
Plots)의 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도구(Tool)는 정밀함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 축적량 
추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표본구의 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도구(Tool)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 한다:
(a)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 각 단계(Stratum) 면적의 
대략적인 값이 알려져 있다; 
(b) 각 단계(Stratum)의 바이오매스 축적량 변화의 대
략적인 값이 예비샘플, 프로젝트 지역과 관련된 현존 
자료 혹은 유사한 지역과 관련된 현존 자료로 부터 알
려져 있다; 
(c) 프로젝트 지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로 계
층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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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CDM 프로젝트 활동에 기인하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량의 추정

 이 도구(Tool)는 프로젝트의 경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화재로 인해 나타나는 비-CO₂온실가스배출량 추정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매스 연소
는 사이트 준비(Site preparation)에 사용된 불 혹은 
재식(Replanting)에 앞서 수확잔여물을 정리하거나 산
불이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경계 내에서 발생하
는 경우 사용된다.

 도구(Tool)에 설명된 연소된 영역이 최소면적을 초과
하는 경우, 사이트 준비(Site preparation)와 산불에
서의 비-CO₂온실가스배출량은 별도의 단계별 산정과 
매개변수 추정을 제공한다.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서 죽은 나무와 쓰레기에
서 탄소저장량과 탄소저장량의 변화의 추정

 이 도구(Tool)는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프로젝
트 시나리오와 베이스라인에서의 쓰레기 혹은 고사목
에서의 탄소축적량 변화와 사후의 탄소축적량 추정을 
하는데 사용된다. 이 도구(Tool)에는 내부 적용 조건
이 없다.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서 나무와 관목의 탄소저
장량과 탄소저장량의 변화 추정

 이 도구(Tool)는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프로젝
트 시나리오와 베이스라인에서 관목과 나무의 탄소축
적량 변화와 탄소축적량 추정을 하는데 사용된다. 이 
도구(Tool)에는 내부 적용 조건이 없다.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서 프로젝트 사전 농업활
동의 교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의 추정

 이 도구(Tool)는 CDM 하 A/R 프로젝트 활동의 프
로젝트 경계에서 사전 프로젝트 농업 활동의 교체로부
터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추정하는 단계별 
방법을 제공한다. 이 도구(Tool)는 교체된 활동에서 
받은 토지에서 탄소저장량의 변화에 기반을 둔 배출에
서의 증가량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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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에 의한 토양유기 탄
소저장량의 변화 추정을 위한 도구(Tool)

 이 도구(Tool)는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경계 
내에 연간 발생하고 변화하는 토양유기 탄소축적량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도구(Tool)는 쓰레기가 부지
에 남아있는 동안 A/R CDM 프로젝트 활동, 사이트 
준비(Site preparation)을 위한 토양 교란(Soil 
disturbance)과 프로젝트 활동이 제한될 때만 적용가
능하다. 이 도구(Tool)는 습지 혹은 유기질토양
(Organic Soil), 투입물이 적용된 특정토지의 관리방
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관리 관행의 한
계는 각 온도/수분 영역을 위한 도구(Tool)에 나타나 
있다.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서 지상나무 바이오매스의 
부피방정식(Volume equation)의 타당성 입증

 이 도구(Tool)는 재적표(Volume table) 및 부피방정
식(Volume equation)이 선택한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BEFS) 및 기본 목재밀도와 조합하여, A/R CDM 프
로젝트 활동에 지상나무 바이오매스의 추정에 적합한
지를 입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도구(Tool)는 
사후 계산 방정식의 직접적용 가능성의 기준을 제공하
고,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피 방정식(Volume 
equation)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설명한다. 이 
도구(Tool)에는 내부 적용 조건이 없다.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서의 지상나무 바이오매스
의 추정을 위한 상대성장방정식(Allometric 
equations)의 타당성 입증

 이 도구(Tool)는 상대성장방정식이 A/R CDM 프로
젝트 활동에서 지상나무 바이오매스의 추정을 위해 적
절한지 여부의 입증을 가능하게 한다. 이 도구(Tool)
는 사전 및 사후계산 방정식의 직접 적용가능성에 대
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
우 상대성장방정식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도구(Tool)에는 내부 적용 조건이 없다.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토지의 자격 증명

 이 도구(Tool)는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토지의 자격 증명에 대한 단계별 방법을 제공한다. 도
구(Tool) 또한 토지의 자격 증명을 제공하기 위한 필
요한 정보와 데이터의 유형을 명시한다. 지도 및 디지
털공간데이터세트에서 토지이용 및 지표면정보, 지상
참조데이터는 항공사진 및 위성이미지를 보완하고, 기
존레코드 및 지상조사의 데이터는 토지의 자격을 증명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도구(Tool) 또한 
데이터의 다른 형태가 가능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
우 참가지방평가(Participatory rural appraisal)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면 증언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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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규모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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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M0014 황폐화된 맹그로브 서식지의 조림과 재조림
프로젝트 유형 황폐화된 맹그로브 서식지의 조림과 재조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

아래 해당하는 사항에 의한 탄소저장고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제거: 지상 바이오매스. 
지하 바이오매스. 선택적인 사항으로 고목과 토양 유기 탄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이 이루어지는 토지는 황폐화된 맹그로브 서식지이다;

·   프로젝트 지역의 90%이상이 맹그로브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다. 만약 프로젝트 지역의 
10%이상이 비-맹그로브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다면 프로젝트 활동은 프로젝트 
지역에서 유역과 저경사와 고경사 습지에 연계된 유역의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다; 

·   A/R CDM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한 토양 교란이 전체 면적의 10%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연차 증가, 상대성장측정식 및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발아율과 밀도.
모니터링:
·   베이스라인에서 수관 울폐도, 관목 울폐도; 
·   산림화된 면적(수종에 의한); 만약 선택된다면, 관목 울폐 면적; 표본구 면적;
·   식재 수종의 직경, 예상 수고;
·   선택적으로 고목의 직경.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맹그로브 서식지(습지)가 황
폐화되었지만 매우 품질이 좋
지 않은 적은 수의 맹그로브 
나무가 있고 연료목 채집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눈에 띤
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맹그로브 산림이 토지위에 조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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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CM0003  습지를 제외한 토지의 조림과 재조림
프로젝트 유형 습지이외의 토지에서의 조림과 재조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

아래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탄소축적량을 증가시켜 CO2제거: 지상 바이오매스, 지하 바이
오매스, 고목, 쓰레기 및 토양 유기 탄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되는 토지는 습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A/R CDM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한 토양교란은 프로젝트경계에 포함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아래 해당되는 유형의 토지의 10% 이상 포함하지 않는다.

(ⅰ)   유기토양을 포함한 토지;
(ⅱ)   베이스라인 내에서 토지 이용과 관행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방법론 부록에 나열된 토지.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에서 수관울폐도, 관목의 울폐도;
·   연간 단위의 상대 성장 방정식 또는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발아율 

그리고 목재밀도.

모니터링:
·   산림화된 면적(수종에 의한); 만약 선택된다면, 관목의 울폐면적; 표본 면적;
·   식재수의 직경 및 예상 수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습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그
리고 토지에 산림이 없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토지에 산림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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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규모 A/R CDM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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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MS0003 습지에서 실행되는 소규모 A/R CDM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 유형 습지에서의 조림/재조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
지상 바이오매스, 지하 바이오매스, 고목과 탄소 토양유기물과 같은 탄소저장고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제거.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에 해당하는 습지는 다음 습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ⅰ)   CDM하의 숲의 본래 목적을 위해 당사국이 채택된 최소 수관울폐율 
20%미만의 조간대 습지(ex. 맹그로브 서식지);

(ⅱ)   홍수가 이룬 무기토양의 평야지역;
(ⅲ)   수역/저수지의 한계상의 계절적 침수 지역; 

·   프로젝트 활동이 프로젝트 영역과 연계된 수영역 또는 수리학상의 영역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한 토양 교란은 프로젝트 영역의 10%을 초과하지 않는다;
·   프로젝트 활동의 토지에 이탄지 토양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베이스라인에서 관목과 나무의 울폐도(crown cover);
·   상대성장방정식 또는 바이오매스 확장계수와 불륨 방정식, 루트 촬영 비율, 기본 

목재 밀도, 나무 종 그룹에 대한 탄소함량.
모니터링:
·   관목 바이오매스 지층 면적과 관목 울폐도; 
·   수종에 의해 산림화된 면적과 표본 구의 면적; 
·   직경, 식재된 나무의 수, 나무의 예상 수고;
·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대체된 농업활동으로 인해 사용된 토지 면적;
·   준비를 위한 소각 면적과 수확잔류물의 청소 면적 그리고 산불 면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토지가 습지로 유지된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습지에 산림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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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유형 습지 이외의 토지에서의 조림/재조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활동 유형

·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
아래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탄소축적량을 증가시켜 CO2제거: 지상 바이오매스, 지하 바이
오매스, 고목, 쓰레기 및 토양 유기 탄소.

적용가능 방법론에 
대한 중요조건

·   프로젝트 활동이 실행되는 토지는 습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A/R CDM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한 토양교란이 프로젝트경계에 포함되어있는 토지에

서 이루어질 경우, 아래 해당되는 유형의 토지의 10%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ⅰ)   유기토양을 포함한 토지;
(ⅱ)   베이스라인 내에서 토지 이용과 관행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방법론 

부록2와 부록3에 나열된 토지. 
중요변수 타당성평가 시:

·   A/R CDM 프로젝트 활동의 시작에서의 베이스라인 나무와 관목의 울폐도;
·   상대성장방정식 또는 바이오매스 확장계수와 부피 방정식, 뿌리-발아 비율, 기본 목

재 밀도, 수종/종 그룹에 대한 탄소함량.
모니터링:
·   관목 바이오매스 지층의 면적과 관목 울폐도; 
·   산림 면적(수종에 의한) 그리고 샘플 플롯 면적; 
·   식재한 나무의 직경, 수, 예상 수고;
·   준비를 위한 소각 면적과 수확잔류물의 청소 면적 그리고 산불 면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습지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 
위에 어떠한 산림이 없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토지에 산림이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