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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형성 과정과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산

업 형성의 요인과 산업 변화의 동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하여 기업 

행위자의 적응 활동에 따른 네트워크의 진화와 이의 창발적 현상으로서의 산업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

제 산업의 발생에는 국제적 제도로 인한 조건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활동이 부합하였다는 우연성이 작용하였다. 그러

나 산업의 형성에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유도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수행된 정부 정책

이 산업 형성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조재편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 

새로운 산업 형성의 초기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의 관련 지식을 국내 착근화하고 국내·외의 프로젝트

에서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식의 국지화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요어 : 청정개발체제, 산업 입지, 지식의 국지화, 진화론적 경제지리학, 네트워크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mation process and networks of Korean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ndustry. It aimed to reveal the factors and the drivers for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is 
industry in the specific pla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ject Design Documents(PDDs) of the CDM 
projects and the collected project data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rveys, and interviews were done. On 
the basis of these data, the analysis on the industrial change as complex emergent effects by the network evo-
lution caused by adaptive activity of firms is conducted. In the time of the genesis, a kind of serendipity that 
the industrial activities of Korean firms meet to new system, CDM, I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Korean 
CDM industry, the role of policies fo Korean Government was important to promot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of the power companies. In the time of restructuring,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med 
new initial conditions for the new domestic GHGs reduction industry. In this processes, the localization of 
knowledge acted as a key driver for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DM industry. 

Key Words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dustrial Location, Localization of Knowledge, Evolution-
ary Economic Geograph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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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차원의 대응은 이

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세계 각국

은 1979년 제1차 세계기후회의로 시작된 지구온난

화에 대한 국가 간 논의를 통하여 이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992년 UN기후

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 Framework 

Conference on Climate Change)이 체결 되었

고, 1997년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 체제

(Kyoto Mechanism)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와 상쇄 배출권(offset 

emission) 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을 근간으로 한다. 이 가운데 청정

개발체제는 선진국인 ANNEX I 해당 국가가 개발도

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자본과 기술을 투

자하고 탄소배출권을 얻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

의 활성화로 많은 산업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가 

정비되었고, 수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수행

되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

적 진보도 이루어졌다.

특정 장소에서 산업이 형성되는 요인과 이 과정에

서 나타나는 산업 변화의 동인을 밝히는 것은 경제 

공간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 산업은 초기 단계의 산업 형성과 변화

에 대한 연구의 유용한 사례이다. 비교적 짧은 역사

로 형성 과정이 최근의 일이며, 개별 프로젝트 수행 

과정이 UNFCCC를 통하여 필수적으로 문서화 되어 

공개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청정개발체제 제도 도

입 초기부터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며, 

Non-ANNEX I 국가임에도 국내에서는 Unilateral 

CDM 수행을 통하여, 해외에서는 현지 합작 법인 기

업 설립을 통하여 ANNEX I 국가와 유사한 투자 국

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작은 

규모이지만 청정개발체제 산업이 형성되어 보다 활

발한 프로젝트 활동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제도가 형

성되는 과정에서 교토의정서 상 Non-ANNEX I 국

가인 한국에서 청정개발체제 산업이 형성되고, 다

시 해외에서 ANNEX I 해당 국가와 유사한 투자 네

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특정 장소에

서 산업이 발생하는 요인과 산업이 변화하는 동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상 각 행위자 상호 연계를 중심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 활동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적응 활동이 네트워크의 

진화로, 다시 산업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

하였다.

2. 경제지리학의 네트워크 및  

산업 공간 연구

1)  네트워크와 공간의 관계에 따른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지 형성 

경제지리학의 연구 동향에서 2000년대 중요한 흐

름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전환’을 출발점으로 하는 

‘관계적 전환’과 ‘진화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진화경제지리학적 관점이 부각되고 있

다(Barnes, 2001; Bathelt and Glückler, 2003; 박

삼옥, 2006). 경제지리학의 관계적 전환은 행위주체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변화와 발전의 동적인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에 중

심을 두는 연구 경향을 말한다(Boggs and Rantisi, 

2003). 그리고 관계적 전환의 연장선상에서 경제 현

상의 연구와 분석에 있어서 생물학적 혹은 진화론적 

비유와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경제 경관의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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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른 변화와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끄는 프로세

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 경향을 경제지

리학의 진화적 전환, 또는 진화경제지리학이라고 한

다(Essletzbichler and Rigby, 2007; Boschma and 

Martin, 2010).

기존 경제지리학 연구에서 다루어 온 네트워크가 

주로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물이라는 관점에

서 다루어졌다면, 최근 연구에서는 경제 공간 자체

를 네트워크의 집합으로 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행위주체들의 연계 형성과 변화가 가져오는 구조

의 유지와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Boggs and Rantisi, 2003; Glückler, 

2007; 구양미, 2008). 네트워크와 공간은 상호작용

하며 장소는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

크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공간의 특성을 결정한

다. 공간에 입지하고 있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와 변화는 공간에 투영되어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이와 같은 공간 구조의 내외

부적인 변화를 초래한다(Glückler, 2007). 주요 행

위 주체들의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의 창발 현상을 

통하여 경제 공간의 구조가 형성되고 변화하며, 경

제 공간은 다시 행위 주체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

다.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경제 현상이 발

생하고 변화하게 되며, 개별 행위주체는 학습과 적

응을 수행하게 된다(Arthur, 1997; Holland, 1995; 

윤영수·채승병, 2005; Beinhocker, 2006).

네트워크 공간은 국지적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과 국가, 글로벌 공간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Park, 1996). 암묵적 지식의 상호작용의 주된 목표

는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의 개발을 통해 암묵적 지식

을 형식화 하는 것이다. ICT의 발전은 이와 같은 암

묵지의 형식지화 과정인 외부화(externalization) 

과정을 통하여 형식화된 지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글

로벌 스케일에서 보다 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공간적 지식의 이전과 확산은 

형식지화 되지 않은 암묵지의 가치를 높여주어 역

으로 글로벌 스케일의 다양한 경제활동 중심지로의 

집적을 형성하도록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Park, 

2005).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한 이동성의 향상은 

암묵적 지식의 이전이 가능한 엔지지어나 관리자와 

같은 주요 인사의 장거리 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해 

주어, 기업이 암묵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적

인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차원의 위계를 가지는 지식기반 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전문화된 집적 중심지가 형성된

다. 

2)  진화경제지리학의 복잡계 관점과 산업의 

형성과 변화

진화경제지리학 연구의 일반적 진화론, 경로의

존성 이론, 복잡계 이론의 세 가지 관점 가운데 복잡

계 이론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적용되지 못

하고 있다(Martin and Sunley, 2007; Boschma 

and Martin, 2010). 산업과 산업 집적지의 발생

(emergence)에 대한 연구에서 초기 조건의 우연

성과 자기조직화, 자기 강화 과정과 같은 복잡적

응계 관점의 개념들은 활용되고 있다(Wolfe and 

Gertler, 2006; Martin and Sunley, 2007). 그러나 

개념의 단순한 은유적 차용이 아닌 산업의 발생 과정 

전체에 대한 복잡적응계 관점의 적용을 통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잡계는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개체들이 거시적 

차원의 패턴을 형성하고 각 개체가 거시적 패턴과 

다시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말한다(Arthur, 1999; 

Beinhocker, 2006; Whitesides and Ismagilov, 

1999). 특히 경제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복잡적응

계(CAS, Complex Adaptive System)라는 용어가 

복잡계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복잡적응계는 개

체가 분자와 같이 고정된 형태를 갖는 단순한 요소

가 아닌, 지능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여 환경에 적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요소들인 ‘적응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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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이들이 외부적 상황 변화와 내재적 질

서 변화에 적응하며 상호작용하는 복잡계를 의미한

다(Holland, 1995; Beinhocker, 2006). 복잡계에

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작은 변화가 발생하면 되먹임

(feedback) 현상을 통하여 증폭되는 자기강화(eslf-

reinforcement)가 발생하고, 증폭된 변화가 임계점

(critical point)를 넘으면서 거시적 차원의 질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위 차원의 변화

가 상위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로 나타나는 현상을 창

발(emergence)이라고 한다. 이때의 변화는 기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로의존적 성격과 함께 비가역적

인 성격을 가지며, 이와 같은 비가역적 변화의 누적

을 통하여 개체와 전체 시스템의 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Arthur, 1997; Holland, 1995; Beinhocker, 

2006).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는 동일한 재화의 지속적 반

복 생산을 통하여 가치가 하락하기보다는 시장 점

유율의 확대에 의하여 우위성을 확장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고 평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기존의 경제 

분석의 관점과는 달리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장

기적으로 반복되며 지속되고 있다(Arthur, 1997; 

Beinhocker, 2006). 복잡적응계 관점은 이와 같은 

경제 환경을 설명하는 보다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

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복잡적응계로서 기업 

활동과 산업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

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적응 활동

이 나타난다. 기업은 스스로 전략을 짜고 예측을 하

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적응’ 행위자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새로운 행동 규칙을 만

들어 이와 같은 변화에 적응한다. 둘째, 기업의 적응 

활동으로 인한 변화가 기업 네트워크의 경로의존적

인 변화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기업 네트워크 

차원의 변화는 거시적 창발현상으로서 산업과 공간 

차원의 변화라는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낸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한국에서는 2004년 국내 첫 청정개발체제 프로

젝트가 UN에 등록된 이후, 2012년 말까지 국내

에서 총 123건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이 가운데 

84건이 UN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Non-ANNEX I 국가 기업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ANNEX I 국가 기업과 유사한 해외 투자 활동을 수

행하여 왔다. 이들 기업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우루과이 등 해외에서도 48건의 청정개발

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 가운데 29건을 등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각 기업 및 기관들의 프로젝트 수행 활

동이 반복되면서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이 형성되

었다. 사전적 의미에서 산업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정개발체제 산업은 탄소배출

권,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는 특

정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집단 및 이와 관련된 연

관 산업 기업과 관련 기관 전체를 의미한다. 연구 대

상에 대한 분석은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발생과 

형성, 구조재편이라는 산업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

석을 중심으로 한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수는 

등록 여부를 불문한 전체 기준으로 국내 123건, 해

외 48건으로 총 171건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문

서(PDDs, Project Design Documents) 분석에 따

른 관여 기업 수는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

한 기업 132개, 컨설팅 기업 15개로 총 147개이다. 

그리고 청정개발체계 산업에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프로젝트 관련 기업 외에도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

관으로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과 온실가

스 감축 정책을 주로 주관하는 각 정부 부처, 정부 부

처 산하의 공단, 프로젝트 수행을 직간접적으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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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금융기관, 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 온실가스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민간 학술·연구 기관이 포

함된다. 넓은 의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관련 기

술 및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수행하는 플랜트 기업, 발전소 설계 및 설비 

공급 기업 등 공급 기업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한국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행위자를 대

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총 설

문 응답 수는 30건이며, 이 가운데 25개 기업 및 기관

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15개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기업, 5개

의 컨설팅 기업, 2개의 검·인증 기관, 국책 금융기관

과 정부부처 등 3개의 유관 기관에 대하여 반복을 포

함하여 총 27회의 심층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4. 한국 청정개발체제 네트워크의 

형성과 진화

1)  제도 도입 및 한국 내 산업 발생과 네트워 

크의 경로의존적 형성

경제 현상에서 네트워크의 변이는 새로운 발전 경

로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며, 조직 연구 측면에서 

변이는 연결되어 있지 않던 이질적 네트워크 군집 사

이의 연결(bridging)을 통하여 발생한다(Glückler, 

2007). 연결 과정의 선택은 산업 외생적·내생적 

요인으로 인하여 시장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네트

워크에 유입되어 연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Glückler, 2007). 초기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

행 과정은 기존 각자의 이질적인 활동 경로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던 행위자들이 청정개발체제 제도도

입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연

계를 형성하는 변이 과정이다. 선택은 네트워크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적합성(fitness)의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2000년대 초반, 교토의정서 체제의 공식 출범 이

전부터 기업들은 한국에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연계를 탐색했다.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뿐 아니라, 교통, 산림 흡수원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영역에서 탐색이 진행 되었다. 다만 신재생에

너지는 2004년 제16차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의 소위 ‘E+/E- Rule’1) 도입 이전까지는 등

록 가능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한국 

최초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등록은 산업 분야에

서 이루어졌다.

초기 산업 분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는 기존 화

학산업 기업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접촉하여 성립되었다. 국내 기업의 산업 활동은 프

로젝트의 자원 역할을 하였고, 주로 해외 대기업이 

이전부터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식을 바탕

으로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에 진입하였

다. 이 시기 국내 화학산업 기업들은 여러 해외 기업

의 제안 중 조건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여 사업을 수

행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는 국

내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주도하였

다. 발전 기업과 매립지 관리 공사를 중심으로 신재

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를 검토하였고, 컨설팅 기업

에서 이와 같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사업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 당시 국내 기업에 부족한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지식은 대개 해외 기업의 기술과 설

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2)

이 시기에는 프로젝트 운영 경험과 탄소배출권 시

장에 대한 접근 역량과 같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지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정개발체제 프

로젝트 운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기업이 희

소하였고, 검·인증 기관에서 실제 해당하는 분야의 

검·인증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희소하였

다. 이에 프로젝트 운영 지식과 동종 프로젝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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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검·인증 경험은 연계 형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식으로 작용하였

다. 그리고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기업 사이

의 협력 연계에서도 프로젝트 운영 지식이 기업 간 

연계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의 가

치에 따라 컨설팅 기업은 용역 형태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탄소배출권 지분 자체를 할

당받는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3)

2005년 청정개발체제 제도가 확립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의 첫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가 등록

되면서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로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연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존의 이질적인 군집에서 각

자의 기업 활동을 수행하던 기업들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적합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로 진입하는 변이와 선택의 프로세스가 발생하였다. 

초기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추진과 등록, 수행을 

전후로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던 기업

들이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진입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수행기업의 경우 우선 산업 온실가스분

야에서 화학분야 기업들이 기존의 산업 생산 활동을 

자산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진

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경우에서도 기

존의 기업 활동 영역에 기반하여 매립지 관련 공기업

의 경우 자신의 매립지의 가스를, 발전 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사업 수행 역량을 자산으로 

삼아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진입하였다. 컨설팅 기업

의 경우 기존의 연관된 환경컨설팅 분야 사업을 수행

해온 경험과 인력, 지식이 자산이 되어 한국 청정개

발체제 산업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연계를 형성하였

다. 검·인증 기관은 해외에서 국내로 진입한 기업 인

증기관들이 조직적 착근성을 통하여 관련 검·인증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 청정개발체제 네트워

크에 진입하였다. 이어 정부 산하 공단에서도 기관 

내 에너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검·인증기관을 설

립하였다.

2) 산업 형성과 네트워크의 내적·외적 성장

네트워크 유지는 기존 결합의 지속되며 서서히 약

해지는 것과 새로운 결합이 경로의존적으로 형성되

는 것을 의미한다(Glückler, 2007). 2000년대 중반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 형성이 시작된 이

후부터 한국 청정개발 체제 산업 네트워크는 기존 행

위자간 프로젝트 수행 연계 중첩과 새로운 행위자의 

네트워크 참여 및 연계 형성이라는 유지 프로세스를 

통하여 내적인 성장이 이루었다. 이와 같은 유지 프

로세스는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부합하는 행위자의 

지속적인 신규 유입과 이들을 포함하는 상호간의 연

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선택 프로세스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지와 선택 프로세스를 통한 산

업 네트워크의 내적 성장은 2011년 말 탄소배출권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한 산업의 위기가 발생하기 이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국적가적 차원에서 ‘E+/E- Rule’이 도입되고, 

국내 환경 차원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정책이 시행되는 것과 같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행

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연계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

히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생성장이 정부 어젠다로 설

정되면서 보다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정개발체제 수행

과 관련된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와 환경부의 경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전부터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을 추진되어 

오던 공기업의 활동이 부처의 실적으로 여겨지게 되

면서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

었다. 

산업 네트워크의 행위자 역시 양적으로 증가하였

다. 프로젝트 수행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컨설팅 기업은 청정개

발체제 산업의 시장성에 대한 기대로 기존 컨설팅 기

업이나 관련 대기업에서의 분사 창업, 신규 창업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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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검·인증 기관 역시 국내에서 각종 검·인증 활동을 

수행하던 기관들이 청정개발체제 검·인증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구성하는 주체의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를 

수행하는 발전 자회사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청정

개발체제 산업의 기업 차원 네트워크에서 주체의 상

호간의 위상이 변화하였다. 상대적으로 수행 기업

의 위상은 더 높아지는 반면, 컨설팅 기업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다. 초기 청정개발체

제 사업 수행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1세

대 컨설팅 기업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프로젝트 네

트워크에서 점차 위상이 하락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협상력을 가지고 탄소배출권 지분을 요구하고, 수행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컨설팅 기업들이 일정한 

용역 대가에 등록과 배출권 발권 분야를 대행하는 역

할로 위상이 하락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식

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시장을 통한 설비의 도

입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

지 발전 분야 수행기업들이 점차 프로젝트 운영 지식

도 내부적으로 누적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이 있는 동종 수행기업과의 다양한 근접성에 기

반 한 국지적 착근성을 통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세대 컨설팅 기업들은 사업 개발

이나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및 중개와 같은 온실

가스 감축 활동의 기술적 지식의 확보를 통한 차별화

를 이루는데 실패하면서 분사 창업 기업 및 신규 시

장 진입 기업들과 경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

르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의 구조적인 특성도 이와 같은 변화를 가속화 하였

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사업의 수

익 구조가 주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이루어

지는 산업 온실가스 분야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분

야는 전기 판매 수입과 보조금이 주된 수익으로 하

여 사업이 기획되기 때문에 사업의 개발 단계에서 컨

설팅 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4)5) 사

례 기업 중 R공사는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청정개

발체제 등록 과정을 선행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하

는 내부 인력 스터디를 통하여 직접 수행하였다.6) 컨

설팅 기업이 내부적으로 암묵적 지식 형태로 보유하

고 있던 프로젝트 운영 지식이 사업의 수행이 반복되

며 공개된 프로젝트 설계 문서(PDD)의 누적이 이루

어지면서 공개된 형식화된 지식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컨설팅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운영 지식의 수준이 더 이상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질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이 아

니라는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 청정

개발체제 산업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한

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각 행위자들은 다양한 방식

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외적인 성장도 이루

었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가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공간적 확장에서는 유지와 

변이의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나타난다. 유지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결합을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향성에서 관계를 다양화 하

고 경로를 독립적으로 다원화 하여 안정화 하고자 하

는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유지 프

로세스에 속한다. 반면 변이는 새로운 발전 경로를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이며, 연결되어 있지 않던 이

질적 네트워크 군집간의 브리징을 통하여 발생한다

(Glückler, 2007). 구조적 고착(lock-in)을 해소하

기 위한 연계의 형성은 변이 프로세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계의 공간적 확장 과정에서 각 

개별 주체는 연계 형성에는 진출 대상 국가의 시장 

환경에 대한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선택의 측면이 

작용하였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 수행기업이 H사가 유사한 중

국의 산업 온실가스 프로젝트에 진출한 것은 기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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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수행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새로운 연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지와 선택 프

로세스에 속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수

행기업들이 국책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을 통하여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프로젝트에 

진출한 것 역시 같은 의미에서 유지와 선택 프로세스

에 속한다. 국책 금융기관은 장기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사업 발주 국가와 

발주 기관, 사업 수행 기업 양측에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7) 이 외

에도 전력회사 K는 국내 프로젝트 경험 없이 중국에

서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였다. 이는 기

존에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속하지 않았던 기업이 연

계의 형성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게 된 것으

로 변이와 선택 프로세스에 해당한다.

컨설팅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의 청정개발체제 프

로젝트 컨설팅을 수행하고 지분의 일부를 받아 프로

젝트 수행기업이 되기도 하였다. 1세대 컨설팅 기업

인 E사는 스리랑카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컨설팅

을 제공하고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탄소배출권

을 분배받는 지분을 받았다. 이는 기존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나타나는 유지와 선택 프로세스에 해당한

다. 

이 외에도 컨설팅 기업과 검·인증 기관은 경쟁 압

력이 높아지고 개별 주체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고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시도

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의 연계의 형성 역시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써 변이와 선택 프

로세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세대 컨설팅 기업

인 F사는 유럽에 법인을 설립하여 ANNEX I 국가의 

수행 기업으로 Non-ANNEX I 국가의 청정개발체

제에 투자하는 수행기업 연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1세대 컨설팅 기업인 E사와 F사는 각각 대기업과 연

계하여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프로젝트에 수

행기업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검·인증 기

관인 E검증원은 검·인증 시장에 신규 진입한 여러 

검·인증 기관과의 경쟁 상황에서 해외 사업 분야 개

척을 시도하여 현재까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

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의 6개 국가에서 55건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검·인증을 수행하였다.8)

3)  산업의 구조재편과 네트워크의 적응 및 

변화

주요 국가의 교토의정서 체제 이탈, 탄소배출권 

CER 가격 하락 등 외부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이 시기 네트워크는 새로운 행위자가 유입

되지는 않는 상태로, 이전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던 

행위자 일부가 기존 네트워크 구조를 지속하고자 하

는 유지 프로세스를 보이고 있다.

청정개발체제의 외부 시장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

고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의 프로젝트 수행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 행위

자의 행동규칙을 수정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 일부 

기업들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 ‘E+/E- Rule’의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일부 분야에서 사실상 경제적 추가성의 입증

이 의미를 상실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적으로 건설하는 기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 추

진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컨설팅 기업과 검·

인증 기관에 대한 비용과 UNFCCC 등록 비용 및 탄

소배출권 발급에 대한 수수료 등 프로젝트 등록 및 

배출권 발급 비용으로 한정된다. 정책적인 목적이나 

기업 이미지의 개선, 미래의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

한 권리 등의 예상되는 편익에 대비하여 청정개발체

제 탄소배출권인 CER의 시장 상황의 악화를 심각하

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9) 

다만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가 작은 국내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와 같은 비용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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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중을 크게 차지하여 신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 추진을 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 전

체 사업 규모에 비하여 작은 비율의 비용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나 담당자의 보수적 성향에 따라 현

재 상황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지 않고자 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10)

다른 한 가지 유형은 프로그램 CDM이다. 프로그

램 CDM의 경우 첫 사업을 이전에 미리 등록해 둔 경

우 차후에도 EU-ETS의 최빈국 제약을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수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등록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되어 관련

된 비용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구조적인 장점에도 탄소배출권 CER 

가격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하여 최초 사업 이후

의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한 

연계의 새로운 형성은 저조한 상황이다.

부정적인 외부 환경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청정개

발체제 산업 네트워크를 이탈하는 상황에서 네트워

크 행위자들은 주로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국내 차원의 새로운 제

도와 규제에 기반한 시장에서 새롭게 연계를 형성하

고 있다. 이는 국지적 차원에 다른 군집으로 연계를 

형성하는 국지적 연결(local bridging)에 해당하는 

변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

에 대한 적합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연계라는 측면에

서 선택 프로세스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수행기업은 기업 규모가 큰 기

업들이기 때문에 청정개발체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기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

다. 전체 기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적은 비중으로 인

하여 대부분은 외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

지 새로운 연계를 맺지 않은 채로 산업 네트워크를 

이탈한다. 일부 수행기업이 새로 맺는 결합은 이전

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수행하

는 연계를 형성하거나, 당면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응하는 연계를 형성하

는 것이다. 

반면 컨설팅 기업과 검·인증 기관의 경우 상대적

으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게 된다. 기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컨설팅 

기업의 경우 대부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탄소배

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정부 용역 과제 수행이나 

해당 기업의 인벤토리 구축, 대응 컨설팅 분야로 사

업 분야를 다각화 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

한 새로운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11) 이때 새로운 연

계의 형성의 적합성에는 기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 수행을 통하여 내부화 하게 된 프로젝트 운영 지

식이 기반이 된다. 현재의 신규 정책 시장 연계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유사하면서 내용으로 구성되는 반

면,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를 수행해 온 기업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

문이다.12) 검·인증 기관역시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

화에 대응하여 내부 조직을 재편하며 새로운 연계를 

형성하였다. 인증기관의 적응 활동은 해외 검·인증

시장 강화 또는 컨설팅 기업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과 같은 새로운 국내 정책 영역의 시

장 및 VCS·KVER·인벤토리 검증 등과 같은 청정개

발체제 제도 밖의 자발적 영역의 시장의 강화를 통하

여 이루어졌다.

5.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발생과 변화

1)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발생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제도와 정책, 시장이 형성되

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개별 기업들은 산업 네트워크

에 진입하여 행위자가 되고, 행위자 상호간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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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응 활동의 누적

으로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는 경로의존

적인 형성 과정을 겪게 되었다. 네트워크의 변이와 

선택 프로세스를 통한 초기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연계 형성 및 다양한 행위 주체의 네트워크 진

입과 새로운 연계의 형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변화는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발생이

라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창발 현상을 가져왔다.

특정 지역에서 산업이 발생하는 과정과 이와 같은 

발생을 촉진하는 정책을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

데 하나는 기회적 사건(chance event)이나 우연성

(serendipity)과 인간의 합리적이고 의도된 행위라

는 대조적인 요소의 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Wolfe 

and Gertler, 2006).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의 

차이와 사소한 사건의 자기 강화 과정이 가져오는 경

로의존적 측면과 산업을 특정 지역에 입지하도록 의

도하는 공적·사적 행위자의 의도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어떤 요인이 실제 특정 장소에서

에서 산업 활동이 발생도록 하는지 밝히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 가운데 한국 청정개발

체제 산업의 발생에는 우연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

하였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청정개발체제 제도가 도

입되며 청정개발체제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발

생하였다, 이때 한국에서 산업이 형성된 것은 이 장

소에서 산업을 입지시키고자 하는 인위적 의도에 따

른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산업 활동의 조건에 부합하

는 기업들이 이미 한국이라는 장소에서 입지하고 산

업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산업 활동이 자생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다. 우연성은 이와 같은 측면을 의미한다.

한국에는 제도의 도입 시기에 청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의 적합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

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자원이 되는 산업 활동을 수

행하는 산업 기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본과 역량이 축적된 

발전 기업이 존재했다. 이 기업들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사업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에서 

프로젝트 수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관

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환경컨설팅 분야 활동을 

수행해온 컨설팅 기업들이 있었다. 이 기업들이 청

정개발체제 컨설팅 기업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기

존 활발한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 인증기관들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회계법인 등 관련 기

관과 연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기관들이 청정

개발체제 검·인증 기관이 되었다. 이들 기업들이 수

도권이라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교류하고 기업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산업의 지역적 발생을 이끄

는 초기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 조건에 따라 수행 기업과 컨설팅 

기업, 검·인증 기관은 기존 산업 활동을 바탕으로 연

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산업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개별 행위자의 경로의존적 변화는 산

업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다시 산업의 형

성이라는 창발적 변화로 이어졌다. 자기조직화는 이

와 같이 거시적 구조와 공간 구조가 미시적 행위와 

시스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창발적 변화로 발

현되는 것을 말한다(Martin and Sunley, 2007). 수

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이라는 특정 장소에서의 

청정개발체제 산업 발생은 우연적 초기 조건에 기반

하여 행위자들이 형성하게 된 상호작용이 산업을 발

생시키는 자기조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산업 및 공간 구조는 주로 국제적 차원에

서 형성되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행위자들이 

연계를 형성하여 구성하는 조직이 주로 국제적 차원

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지식 활동 역시 국지적 

착근성에 의한 국지적 학습의 양상보다는 프로젝트 

연계를 따르는 조직적 착근성에 기반 한 지식의 원거

리 이동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청정개

발체제 수행을 위한 지식이 국내 보다는 해외에 주로 

존재하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되는 

한국 수행 기업들이 이와 같은 해외 기업들과 지식

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를 가지게 되었다. 산업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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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분야의 특허로 보호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

식이나, 상품성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생

산에 먼저 도달한 선진국 설비 기업들의 제품으로 외

부화 된 암묵지가 국제적인 연계를 통하여 한국으로 

전달되었다. 이 시기에는 프로젝트 운영 지식 역시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컨설팅 기업은 프로젝트 

지분을 분배 받고 수행기업을 참여할 수 있었다. 검·

인증 기관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 수행을 통한 암묵적 

지식을 가진 해외 검·인증 기관이 프로젝트 수행에

서 경쟁력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2)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형성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발생 이후, 산업을 형

성하고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정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누적되며, 이에 대한 기업 행위

자의 적응 활동 역시 산업을 형성하는 것에 부합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네트워

크 차원에서 유지와 선택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산업 

네트워크의 내적 성장과 유지, 변이, 선택의 프로세

스를 따르는 외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산

업 네트워크의 내적, 외적 성장은 한국 청정개발체

제 산업의 형성이라는 상위 차원의 창발적인 현상으

로 발현되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산업 활동은 공진화 과정을 통

하여 자기 강화의 특성을 가진다. 초기 조건에서의 

우연적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합리적이고 인위적

인 정책 및 행위자의 의지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을 통한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 현

상을 통하여 임계점을 넘는 창발적 차원의 변화로 나

타나게 된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는 청정개

발체제 프로젝트의 국내 및 해외 수행이라는 산업 활

동의 증가가 산업 네트워크 차원의 행위자 유입, 연

계의 유지 및 강화와 양의 되먹임 과정을 반복하며 

수확 체증하는 성장으로 발현되었다.

국내에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가 2005년과 

2006년에 높은 가치로 UN에 성공적으로 등록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5년을 기점

으로 추진되는 국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실제 등록된 프로젝트 역시 일

반적으로 1~3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록 기간의 간격

을 두고 2007년부터 급격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수행의 양적 증가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발

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촉진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누적되었고, 기업 행위자들은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응 활동을 수행하였다. 프로젝트 수행이

라는 산업 활동의 증가는 컨설팅 기업과 검·인증 기

관의 수요가 되어 다시 이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

였다. 그리고 이들의 지속적인 유입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수행 기업 행위자의 진입 장벽

을 낮추게 되어 다시 프로젝트 수행 활동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의 되먹임 고리가 형성

되며 자기 강화를 통한 수확 체증 현상이 한국 청정

개발체제 산업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동인은 정부 정책이

다. 정부 정책은 대표적인 인간의 합리적이고 의도

된 행위이며, 이전 발생 시기에서 우연성이 중요하

게 작용한 것과 대비된다. 자기 강화를 통한 수확 체

증 프로세스가 정부 정책 차원의 청정개발체제 프로

젝트 수행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촉진 활동

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전 기업

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를 수행하면서 국내 기술 및 장비의 발전을 촉진하는 

일종의 수요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

은 기술과 장비의 국산화는 국내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식의 축적을 가져왔다. 같은 시기 다

양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정부 과제와 대기업의 자체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하여 

산업 온실가스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적 지식 역

시 점차 국내에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기

술적 지식의 국내 축적을 통하여 수행 기업들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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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청정개발체제 프로

젝트를 기획하고, 나아가 해외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 형성 과정에서 산업 및 공간 조직은 이전의 

시기와 달리 주로 국지적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프

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행위자들이 연계를 형성하여 

구성하는 조직이 주로 국내 차원에서 국지적으로 형

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지식의 국내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제

적 연계의 형성과 이에 기반 한 조직적 착근성에 따

른 글로벌 차원의 지식 이전의 경향은 급격히 감소

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청정개발체제 프로

젝트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데, 사업을 기획하고 적지를 선정하는 차원의 지식

이 프로젝트 수행 기업 내 축적되는 것 외에 수요처

의 확대에 따른 국내 기술 및 장비의 발전이 국지적 

지식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 정책에 따

른 수요처의 확대로 플랜트 기업과 설비 공급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국내에 제품과 용역으로 구체화된 

지식이 국지적으로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지

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지식도 국내 행위자들 사이

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누적되면서 국내 차원에

서 국지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지식은 프로젝트 연계의 국내 주요 행위자 사이

에서 급격한 속도로 일반적 지식 성격을 가지게 되었

다. 이는 컨설팅 기업과 검·인증 기관의 경쟁력의 약

화로 나타난 반면, 수행 기업의 입장에서는 프로젝

트 수행을 위한 비용 절감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식과 프로젝트 운

영 지식의 국지적 축적은 해외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 수행의 기반이 되었다. 해외 Non-ANNEX I 국

가의 프로젝트 시장에서 이와 같은 지식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나타나는 국제적 연

계는 이전 시기의 ANNEX I 국가로부터의 지식 유

입 경로가 아닌 Non-ANNEX I 국가로의 지식 활용 

경로로 작용하였다. 국내 수행기업들은 해외 현지에 

합작 등을 통하여 수행 기업을 설립하거나 연계를 형

성하였고, 조직적 착근성에 기반하여 국내에서 현지

로 지식을 전달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3)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구조 재편 

2010년대에 들어서며 기업과 산업 활동에 부정적

인 외부 환경의 변화가 단기간에 급격히 누적되었

다. 일부 기업들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지속적 

수행하는 네트워크 유지 프로세스가 나타나지만, 대

부분의 행위자는 네트워크를 이탈하거나 신규 정책

시장의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새로 연계를 형성하는 

변이 프로세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이와 같은 산업 네트워크의 변화는 한국 청정개발

체제 산업의 구조재편이라는 상위 차원의 창발적인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은 2012년 이후로 새로

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가 거의 기획되거나 수행

되고 있지 않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

나는 현상이다. 일부 기업이 보이는 청정개발체제의 

지속적 수행 양상은 아직 기업 입장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 적응 행위자의 행동 규칙을 수정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로의존성의 발

현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산업을 유지하거나 성

장시키는 동력은 되지 못하며,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은 구조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

업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한국 청정개

발체제 산업의 발생 과정에서 자기조직화를 통한 창

발 현상으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였던 것과 같이, 

구조재편 과정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산업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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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있다. 다만 이전의 한국 청정개발체제 발생 

과정에서 우연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과는 다르게, 

현재의 새로운 산업의 발생 과정에서는 인간의 합리

적이고 의도된 행위인 정책적 유도가 산업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수의 장소에 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특정한 지역에서 우연히 산업이 발생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산업이 

발생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

해야 하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을 통하여 국내에 구축된 지식과 같은 자산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컨

설팅 기업들의 한계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과 같은 사업을 각 

컨설팅 기업에 분배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프로젝트 수행 기업과 컨설팅 기업, 검·인

증 기관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새로운 국내 정책에 기반 한 신규 정책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심층 면담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점은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

업이 단순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

는 산업으로 이동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청정개발체

제는 국내에 프로젝트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과 탄

소배출권 검인증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

계에 대한 인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계기

이자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국내 정책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 도입된 단소배출권 거

래제도가 유사한 지식 기반과 체계를 바탕으로 계획

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행위자와 이들의 지식과 경험, 이들이 구성하는 

산업 차원의 네트워크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국내 

정책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의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구조재편 과정은 

기존 산업의 한계라는 임계점에서 개별 행위자의 상

호작용적 변화가 누적되며 거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가 발생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재편 과정에서 산업 및 공간 조직은 

국지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보다 강화되고 있

다. 국내 정책에 기반 한 새로운 산업은 외부와의 연

계의 측면에서 고립성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산업 형성 시기 지식이 국지화되면서 국지

적 착근성이 중요해지는 산업 및 공간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청정개발체제가 국제적 

차원의 제도에 기반 한다는 측면에서 외부 지역의 다

른 산업 군집과의 연계에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해

외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 대한 행위자의 진출도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한 것이다. 반면 현재의 온실

가스 목표관리제 또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는 국가 내부적 정책에 기반 하여 외부와 독립된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

를 달성하는 일차적인 목표와 함께, 파생되는 산업

이 적절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에 대

한 고려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변화 과정과 네트워크 

차원의 변화 메커니즘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

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은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 그리고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

는 하나의 복잡적응계이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

업 분석의 기본 단위인 적응행위자는 기업이다. 기

업 행위자의 적응 활동은 산업 네트워크 차원에서 선

택, 유지, 변이의 메커니즘을 형성하였고, 이와 같은 

변화가 누적되며 네트워크의 경로의존적 진화 궤적

이 형성되었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로의존적 형성 과정에 이어 산

업 네트워크의 내적 및 외적 성장을 겪었으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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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규모가 축소되고 

행위자들이 새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연계를 가지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의 경로의존적 변화는 자기조직화와 

자기 강화를 통한 수확 체증 과정을 통하여 산업의 

변화라는 창발적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한국 청정개

발체제 산업은 발생과 형성, 구조 재편이라는 변화

의 과정을 겪었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 이와 같은 산업의 변

화를 가져온 동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

다. 첫째, 지식의 국지화가 산업의 형성과 변화의 중

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유·무형의 온실가

스 감축 및 설비 기술·적지 선정 기법·프로젝트 개

발 및 운영 경험 등 전문적 지식의 국지화가 산업과 

공간 조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발생 과정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프로

젝트 수행을 위한 지식의 해외 유입이 중요하게 작용

하였으나, 산업의 형성 과정으로 이어지며 점차 관

련 지식이 국내 차원에서 국지화 되는 양상을 보였

다. 한국이 단순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유치하

는 국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와 해외에 투

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동인은 이와 같은 지식의 국지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국지화된 

지식은 국내에서 프로젝트 반복 수행을 통한 산업의 

양상으로 재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 청정개발체

제 프로젝트 행위자들이 해외로 연계를 형성하는 경

쟁력으로 작용하여 국내·외에서 네트워크가 성장하

고 국내에 청정개발체제 산업이 형성되도록 하는 과

정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산업의 발생의 초기 조건에서는 우연성이,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는 정부 정책이 산업의 변화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

업의 발생은 한국 내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기존 

기업 활동이 국제적인 산업 기회와의 적합성에 부합

하였다는 우연적인 측면이 작용하였다. 한국 혹은 

한국의 수도권이라는 특정 장소에 정책과 같은 인위

적인 노력으로 기업의 입지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차례로 산

업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산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 형성 과정에서는 정책이라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의도된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하

그림 1.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변화 과정과 변화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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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도입되어 수행되었으며, 산

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지식의 국지화를 통하여 내적

인 성숙이 이루어진 산업 형성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산업의 구조재편 상황에

서는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발생 시기와 달리 정책이

라는 인위적 요소가 새로운 산업의 발생에 중요한 동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청정개발체제 

산업 형성을 통하여 형성된 지식 등 자산이 지속적

으로 국내적 차원의 역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특히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수행된 정

부 정책은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

행하며 산업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

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형성 과정에서 정

부 정책은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시

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신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공기업인 발전 기업의 참

여를 유도하여 프로젝트 수행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

적 접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생산 기업과 플랜

트 기업 등 관련 산업 활동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식의 국지화에 

기여하였고, 지식의 국지화는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련 산업

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적

절한 시점에 추진된 정부 정책이 산업 활동과 네트워

크 성장 사이의 양의 되먹임 과정의 촉매로 작용하였

고, 지식의 국지화를 통한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형성 과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산업 활동에서 혁신과 지식의 중요성이 지속적으

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에는 새로운 산업의 우연

적 태동을 감지하고 해당 산업의 핵심적 지식을 파악

하여 이를 지역에 국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의 국지화 과정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탐색하고 적용하여 

보다 활발하게 행위자간 네트워크와 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산업의 특성과 규모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가지

며, 다양한 산업의 초기조건과 관련 정책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차후

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

1) 2005년 제16차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CDM EB)에서 소

위 ‘E+/E- Rule’이라고 불리는, 2001년 이후의 새로 도입

된 정부 정책은 베이스라인 산정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수익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프로젝트 수

익원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

젝트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게 되

었다.

2)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가 도입되던 초반의 비슷한 시기에 

H사는 C사, D사는 J사, 우리 회사는 M사를 선택하여 청정

개발체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들 여러 회사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각 회사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

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업과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

리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 기업인 M 사가 실제 저감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그 당시 실적이 없는 기술이었

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설비를 설치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함

으로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계기를 삼고자 했었습니

다. 그 결과 우리 회사가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었고, 

이는 프로젝트의 지분이 우리 쪽에 더 많이 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트너로 M사를 선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뷰, 산업 분야 H사)

3)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해서 사

업을 수행하였고, 컨설팅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는 과정을 거

쳤기 때문에 지분을 요구하는 E사 대신 F사와 사업을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동일한 매립지 관련 청정개발

체제 프로젝트에서는 E사가 지분을 컨설팅 대가로 받았었

습니다. (인터뷰, 신재생에너지 분야 S사)

4) 우리 회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

에서 이를 기획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단계에서 청

정개발체제 프로젝트로 등록하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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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면 이에 대한 등록 과정을 대행할 컨설팅 기업을 입찰로 

선정하고 이 부분을 위임합니다. 외부로 용역을 의뢰하는 이

유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컨설팅 기업이 발전사

와 사업의 개발 과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터

뷰, 신재생에너지 분야 M사)

5) 사업의 개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만, 청정개발체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정개발체제는 전혀 고려되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의 확보와 가격에 모두 불

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청정개발체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

하게 되고, 청정개발체제 등록과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의 확

보는 이후의 단계에서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수익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인터뷰, 신재생에너지 분야 K사)

6) 태양광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것은 그

렇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선행 사례의 프로젝트 설계 문

서(PDD)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이를 활용하여 내부적인 

스터디를 통하여 실제 등록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

간이 많이 걸렸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

에서 약간의 도움을 얻어가며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이었

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UNFCCC에서 내려오

는 코멘트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었기에 내부 인력으

로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신재생에너지 분야 

R사)

7) 국책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사업 대상 

국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실패로 사업이 중단될 위험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당사의 주선으로 아시아개

발은행과 국제금융공사, 이슬람개발은행이라는 국제 금융

기구가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들 기관이 함께 사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위기 등의 

대상 국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본을 선제적으로 인출

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사업 수행 기업에 있어

서 리스크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인터뷰, 

국책금융기관 K사)

8) 해외 검인증사업의 경우 입소문과 이전의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비공식적 연계에 의해서 수주하게 됩니다. 예

를 들면 베트남의 한 기업과 원만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였

다면 그 기업의 이후 프로젝트를 다시 맡게 되거나 혹은 주

변 기업에 대하여 추천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는 것입니다. (검·인증기관 E사)

9) 당사의 중국 풍력발전 사업은 이미 어느 정도 운영에 있어서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풍력 발

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청정개발체제를 등록하기로 의

사결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드는 정도의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한 예상들은 

있지만 사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비용 가운데 배출권 발급 시점의 수수료는 특히 다른 영역입

니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출권을 발급받겠다는 것은 이미 

그 정도 가치는 가진다는 판단이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인터뷰, 신재생에너지 분야 K사)

10)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더 이상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전

망이 없다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용에서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수 천 만원의 비

용이 지출되는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

고, 보수적 다시 말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서 임의로 이를 지출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청

정개발체제 사업 관리 담당자로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인터뷰, 신재생에너지 분야 N사)

11) 현재 우리 회사에서 청정개발체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의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 작성 관련 사업입니다. 상대적

으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단가도 낮지만 일단 

해당 업체의 수가 많다보니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컨설팅기업 E사)

12) 나는 청정개발체제를 국내에 온실가스 감축 제도 전반에 

기본적인 개념을 전파한 첫 바탕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중요

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정개발체제와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 등록제도(KVER),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수

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영역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씩 다릅니다. 하지만 ISO 인증과 비슷한 형태로 계획을 검

증받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형식이

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제도의 MRV(측정, 보고, 검증;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체계는 모두 청정개발

체제 제도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이전에는 생소했지만 청정개발체제 제도를 통해서 

각 분야 기업들에 전파되었다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인터

뷰, 컨설팅기업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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