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C COIN

EVC

WHITEPAPER
(KOREAN)

목차
제 1장

소개

04

제 2장

우리의�비전

04

2.2 미션

04

2.1 목표
2.3 가치

제 3장

05

3.2 탄소배출권

07

3.1 기후변화

3.2.2 탄소배출권�거래제
3.2.3 탄소배출권�시장
3.2.4 파리기후협약

3.3 블록체인

05
07
09
10
15
17

프로젝트

19

4.2 탄소배출권�매입

23

4.1 탄소배출권�거래소
4.3 CDM 사업

4.4 환경�기업�투자
제 5장

04

시장

3.2.1 탄소배출권이란?

제 4장

04

19
23
27

EV Coin 특징

29

5.2 EV Coin 서비스

29

5.1 EV Coin 장점

29

목차

제 6장

토큰 세일

31

제 7장

파트너

32

6.1 ICO 단계

31

제 1장

소개

ECC Value는�환경에�초점을�맞추고�관심을�기울이는�데에서�시작하여, 친환경�기업�및�조직, 개인과�연결된�강력한
플랫폼과�함께�혁신적인�아이디어를�가져옵니다. 우리는�블록체인�기술로�환경을�개선하기�위해�에코의�가치를
강조할�것입니다.

ECC Value의�목표는�글로벌 P2P 탄소배출권�거래소�구축으로, 환경을�보호하고�인류의�미래를�위해�진정한

가치를�거래하는�거래소로서의�역할을�하는�것입니다. 자연과�환경을�살리기�위한�철학을�중심으로, 실물�경제에
기반을�둔�가치�자산을�바탕으로�하여�블록체인의�새로운�기준을�제시합니다.

제 2장

우리의�비전

2.1 목적

우리의�목적은�탄소�시장을�탈중앙화하고�극심한�환경�파괴를�막기�위해�노력하며, 더불어�경제적인�이익을�얻는
것입니다.

2.2 미션

블록체인으로�환경보호의�일원이�되세요.

Eco Value Coin은�환경에�초점을�맞추고�관심을�기울이는�것으로�시작하여, 친환경�기업, 조직�및�개인과�연계된

강력한�플랫폼입니다. 우리는�블록체인�기술의�편리함을�이용할�뿐만�아니라, 지구를�개선하기�위한�에코의�가치를
강조합니다.
2.3 가치

EVC(Eco Value Coin)으로�환경에�기여하십시오. EVC의�안전하고�최첨단�블록체인�기술이�적용된�플랫폼은

광범위한�에코�산업에�통합됩니다. EVC는�거래를�간소화하고, 수수료와�전송�시간을�최소화하며, 투명한�거래
프로세스를�가집니다. 궁극적으로�국제적인�에코�에너지와 CO2배출권�사이의�연결�고리�역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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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3.1 기후변화

기후변화란�무엇인가?

일반적인�정의에�의하면�인간의�활동에�의한�온실효과�등의�인위적�요인과�화산폭발, 성층권�에어로졸의�증가�등
자연적�요인에�의한�효과를�포함하는�전체�자연의�평균�기후�변동을�의미합니다.

IPCC정의에�따르면, 장기간에�걸친�기간동안�지속되면서�기후의�평균�상태나�그�변동�속에서�통계적으로 “인간
행위로�인한�변동” 이든 “자연적인�변동” 이든�시간의�경과에�따른�기후의�변화를�포함합니다.

UNFCCC 정의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in climate change)에�따르면�전�지구�대기의�조성을

변화시키는�인간의�활동이�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원인이�되어�일어나고, 충분한�기간�동안�관측된�자연적인�기후
변동성에�추가하여�일어나는�기후의�변화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인간�행위에�의한�기후�변화” 만으로�정의합니다. UNFCCC는�대기�조성을�변경시키는�인간
활동으로�인한�기후�변화와�주로�자연적�원인에�의해�일어나는�기후�변동성을�구분합니다.

기후변화의�요인들은�다음과�같습니다. 우선 자연적�요인으로는�기후�시스템과의�상호작용이�있습니다. 기후

시스템의�주요�구성요소는�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과의�있으며, 이들과의�상호작용을�통해�끊임없이

변화하는�과정에서�기후�변화를�유발합니다. 태양에너지의�변화도�일조합니다. 태양�흑점�수의�변화에�따른�태양

복사�에너지량의�변화�또는�기후�변화를�유발합니다. 한�예로�유럽, 북미�대륙의�경우, 흑점이�많은�기간에는�온도가
낮았습니다.

궤도�변화도�기후�변화를�초래합니다. 지구�공전궤도의�변화로�지구의�공전궤도의�이심률이�약 10만년을�주기로

변화하면서, 태양복사�에너지양의�변화를�일으킵니다. 또한, 지구�자전축의�기울기가 41,000년을�주기로 22.1도와
24.5도�사이에서�변하면서�각�위도에서의�일사량의�변화를�유발합니다. 지구�자전축의�세차�운동으로�인해�태양지구간�근일점의�변화도�발생합니다.

화산�폭발에�의한�태양에너지�변화도�있습니다. 화산�분출물이�성층권까지�상승하여�수개월에서�수년동안�머물며

태양빛을�흡수합니다. 성층권�온도는�상승하나�대류권에�도달하는�태양빛이�감소되어�대류권�온도를�하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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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요인은�다음과�같습니다. 첫�번째, 온실가스입니다. 인류의�활동에�의하여�발생한�지구�온실�가스�배출량은
산업화�이전�시대부터�증가하여�왔으며, 1970년부터 2004년�사이에는 70프로나�증가했습니다. 제 3차�당사국
총회 (1997년 12월) 에서는�주요 6대�온실가스로�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지정했습니다. 온실가스는�지표에서�나오는�장파�복사의�부분적�담요�역할을�합니다. 이�담요�효과를

자연적�온실효과라고�부릅니다. 인간�활동은�온실가스�방출을�통해�이�담요�효과를�강화시킵니다. 한�예로�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은�산업�시대에�약 35프로�증가했는데�이�증가분은�인간�활동, 그�중에서도�주로�화석�연료�연소�등
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온실�가스들은�대기�중에서�장기간�또는�단기간�동안�머무르며�지구
대기의�화학적�조성을�변경시키고�기후�변화를�유발하고�있습니다.

에어로졸의�영향�또한�원인이�됩니다. 에어로졸이란�기체상에�부유하는�미세입자로�액체나�고체의�입자가�주로

공기와�같은�기체�내에�미세한�형태로�균일하게�분포되어�있는�것을�말합니다. 이들의�크기, 농도, 화학적�조성은
매우�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대기에�방출되는�에어로졸도�있고�방출된�화합물로부터�생성되는�에어로졸도

있습니다. 화석�연료와�바이오매스�연소로�인해�황화합물, 유기화물, 검댕을�함유하는�에어로졸이�증가했는데�온실

가스와�마찬가지로�인간의�활동으로�인한�산업화가�대기�중�에어로졸의�양을�특히�변화시켰으며, 이는�기후�변화에
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인간의�활동으로�인해�발생한�에어로졸의�경우�며칠�동안만�대기�중에�남아�있기�때문에
산업지역과�같은�발원지역�부근에�집중되는�경향성을�보입니다.

토지�피복�변화와�산림�파괴�영향이�큽니다. 과잉�토지�이용이나�장작, 숯�채취�등에�의한�토지�이용도의�변화,

그리고�도로의�건설, 벌목, 농업�확장, 도시화�및�산업화로�인한�삼림�파괴는�지표면의�반사율�변화를�유발시켜�결국
기후�변화를�야기합니다. 대규모의�산림�제거는�물�순환에�심각한�영향을�미쳐�산림의�성장이나�농업에�부정적

영향을�끼치고, 또한�산불�등에�의해�대기중으로�이산화탄소를�배출하여�온실효과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기후

변화를�야기한�자연적, 인위적�요인들은�복사�강제력을�사용하여�표현하기도�합니다. 즉, 지구�기후에�대한�온난화
영향�혹은�냉각�영향을�비교하기�위해�사용됩니다. 이�중에서�우리는�특히�온실효과와�온실가스�특징에�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06

제 3장�시장

온실효과

이산화탄소와�같은�온실�가스는�태양으로부터�지구에�들어오는�짧은�파장의�태양�복사�에너지를�통과시키는

반면에�지구로부터�나가려는�긴�파장의�복사에너지는�흡수하므로�지표면을�보온하는�역할을�합니다. 이는�지구
대기의�온도를�상승시키는�작용을�하는데�이것이�온실효과입니다. 온실효과가�부정적인�영향만을�가지는�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온실효과가�없다면�지표의�평균�기온은�물의�빙점보다�낮아지기�때문에, 지구의�자연적

온실효과로�인하여�지구상에�생명체의�존속의�가능성은�낮아집니다. 그러나�인간�활동, 주로�화석연료의�연소와
삼림제거�등으로�인해�이�자연적�온실�효과가�매우�크게�강화�되었고�이는�지구온난화를�야기했습니다.

대기를�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성분�중�질소는�거의�온실효과를�일으키지�않습니다. 온실효과는�이들보다�더
복잡하고�희소한�분자들로부터�생깁니다. 가장�중요한�온실가스는�수증기이고, 두�번째로�중요한�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대기에�소량으로�존재하는�메탄, 오존�등�몇몇�다른�가스들도�온실효과에�기여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와�같은�온실가스가�대기에�더�많이�추가될수록�온실효과는�강화되고�지구�기후의�전반적인�온난화도
심화됩니다. 온난화의�양은�여러�피드백�메커니즘에�달렸습니다. 예를�들면, 온실가스�농도�증가로�인해�대기가

온난화�될수록�대기의�수증기�농도가�증가하게�되고�이것은�다시�온실효과를�더욱�심화시킵니다. 이것이�더�많은
온난화를�야기하고�이런�식으로�자동�강화�순환이�반복되는�것입니다.

3.2 탄소배출권

3.2.1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은�지구�온난화에�기여하는�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육불화황(SF6), 메탄 (CH4),

수소불화탄소(HFCs) 등�온실�가스를�배출할�권리를�의미합니다. 온실가스�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탄소배출
비율이 80 %로�가장�크기�때문에�탄소배출권이라고�부릅니다. 2008년 1,000억�달러를�돌파한�국제�탄소�시장은

이미�전�세계�여러�거래소에서�활발히�거래되고�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피할�수�없는�위험이자�기회이므로�세계
각�국에서�탄소�시장의�성장�잠재력을�파악하고�주도권을�잡기�위해�앞다투어�경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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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온실가스�완화에�기여할�수�있는�하나의�전략으로, 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핵심적인�도구로써
작용하고�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새로운�온실�가스�배출량과�교토�의정서에�의해서�메커니즘으로�처음�소개된
완화량�사이의�균형을�허용하는 '보상�시스템’으로�작동했습니다. 배출량을�줄여야�하는�기업은�탄소배출권의

형태로�다른�기업이�감축한�배출량을�구입함으로써�의무를�상쇄할�수�있습니다. 이�메커니즘은�전�세계적으로
비용을�효과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전략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전세계의�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해�생성된�탄소배출권은�실현�가능성이�검증�되어야�하고�실제적이어야�합니다.
온실�가스�배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생성된�탄소배출권은�이미�발생한�완화�조치�효과에�비례해야
합니다.

특정�탄소배출권은�행위자가�환경�영향에�대해�자발적으로�온실�가스�배출�완화를�상쇄하는�시장에�제공됩니다.

이를�자발적�배출량�감축이라고�부르는데�대기업, 개인�소유�기업�또는�소규모�매장으로서�탄소�오프셋을�구입하는
것이�탄소�배출을�줄이는�가장�효과적이고�직접적인�방법으로�예측됩니다.

Scope 2
INDIRECT

Scope 1
DIRECT

Scope 3
INDIRECT

Scope 3
INDIRECT
purchased
goods & service

capital
goods

fuel & energy
related activities

purchased electricity,
steam heating & cooling
for own use

leased asset

employee
commuting
transportation
& distribution

business
travel

company
facilities

company
vehicles

waste
generated i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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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 distribution

investments
franchises

processing of
sold products
use of sold
products

end of use
treatment of
sold products

leased assets

3.2.2 탄소배출권�거래제

현재�탄소배출권�거래제는�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기업에�대해�일정량의�배출권을�할당하고, 기업으로�하여금
시장을�통해�온실가스�감축의무를�달성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기업들은�이산화탄소�등�온실가스�감축�의무량과
실제�배출량의�차이에�따라�남거나�모자른�만큼의�탄소배출권을�사고�팔�수�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을�거래하는�이유

국가와�기업은�온실가스�배출감축을�할�의무가�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의무는�온실�가스�배출�산업�및
기업으로�이전됩니다. 교토�메커니즘은�높은�비용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것�대신�기업이�온실�가스

배출량을�구매하고�의무를�이행�할�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시장�가격보다�낮은�감축비를�가진�회사는�감축

비용이�더�높은�회사에�강제�배출�감축보다�적은�초과�배출�감축을�판매함으로써�그�회사에�이익을�줄�수�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의�특성

배출권�거래제는�통상적으로�배출권�거래�원칙에�따라�운영되며, 정부가�총�배출�허용량을�정하면�해당�기업이나
개인은�배출�허용�한도가�지정된�배출�허용�기준�내에서만�배출할�수�있습니다. 정부가�배정하는�것�외에도

배출권은�대상�기업간에�교환�될�수�있으며�이�과정을�배출�총�거래라고�합니다. 현재�이미 17개국이�배출권

거래제를�시행하고�있으며�세계�경제의 40 %를�차지하는�국가들은�탄소배출권�시장�개발을�기대하며�제도적인
지원과�인적�자원을�육성하고�있습니다.

탄소의�가치

모든�경제�활동은�탄소를�발생시킵니다. 따라서�각�활동마다�얼마나
많은�탄소가�배출되는지, 어떻게�줄일�수�있는지를�알아야�합니다.

배출권�확보를�기반으로�탄소�감축이�고려되어야�하는데�배출권을
확보하지�않는건�탄소배출권을�확보하지�못하는�탄소�배출량에서
돈을�낭비하는�것과�같기�때문입니다. 탄소배출권은�보이지�않는
일상의�선택�비용을�내재화하고�우리�지구를�지원하는�생태계에
가치를�부여함으로써�지속�가능한�시장을�창출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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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CO2 would you
like to remove?
1 LondonNew York
ﬂight

=

Household
appliances
(average)

=

9000
car miles
(average)

=

Household
heating
(average)

=

0.9
Tonnes CO2

1.6
Tonnes CO2

3.0
Tonnes CO2

4.5
Tonnes CO2

위협받는�산림을�최저�비용으로�보호하고, 기후�변화를�가장�직접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으로써�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에서 6억대가�넘는�자동차�운전량을�줄이는�것은�숲의�파괴를�방지할�수�있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자연에�크게�의지하는�사람, 기업�또는�자연의�동식물에게�동시�다발적으로�많은�이익을�가져다
줄�수�있습니다.

Global CO₂emissions, 2000 to 2017
In million tonnes per year

38,000
36,000
34,000
32,000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0,00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7

3.2.3 탄소배출권�시장

탄소�거래�시장은�매우�다양하여�국내�기업�및�국내�시장과�같이�다양한�형태로�구성되어�있습니다. 탄소시장의
특성에�따라�가지고�있는�성격이�다릅니다. 자발적�동기에�의한�시장인지, 거래대상이�허용�배출권�혹은�사업

배출권인지, 거래�장소가�장외시장인지�아닌지�여부에�따라�가지고�있는�특성과�성격이�매우�다릅니다. 이�시장은
이산화탄소나�질소�같은�온실가스들을�배출할�수�있는�권리인�탄소배출권을�거래하는�곳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교토�의정서의�규범에�의해�형성되었고, 미국은�포스트�교토�의정서�시스템에�참여하여�시장�규모는
엄청나게�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 탄소배출권�시장은�대표적으로 '허용�기반'과 '프로젝트�기반�시장'으로

나뉘는데, '할당�기반�시장 (Assign-based market)'은�배출권�대비�적자와�과잉을�무역하는�시장입니다. 반면에
'프로젝트�기반�시장'은�그린�하우스�가스�감축�프로젝트의�성과에�따라�획득한�크레딧을�거래하는�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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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ions and sales
by mutual agreement

PURCHASE

Oﬀset credits

CARBON
MARKER

Excess
GHG
emissions

Allocateds GHG
emission unit

Real GHG
emissons
EMITTER A

SALE

Excess
GHG
emissions

Real GHG
emissons

EMITTER B

세계�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은 2005년�유럽연합(EU)이�처음�개설한�이후�계속�확대되고�있습니다. 39국에서
40조원�규모의�시장이�만들어졌고, 세계 1위�탄소�배출국인�중국이�올해�시장을�개설하면�비약적으로�커질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에�세계�배출권�시장이�약 4,000조원(3조5,000억달러)에�달해�석유�시장을
추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세계�탄소배출권�시장은 EU가�주도하는데, EU는 28개�회원국�외에�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주변
비(非)회원국으로�영역을�확장해�나가고�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는�나라�전체가�아니라�기업이�많은�곳을

중심으로�지역�단위의�시장을�운영합니다. 미국은 2009년�뉴욕주, 매사추세츠주�등�동부 9개�주가�처음�시장을
열었고, 2012년�캘리포니아주도�개설하는�등�주별로�시장을�만들고�있는�중입니다.

오바마�전�대통령이�파리�기후�협정을�준비하면서�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됐던�미국�시장은�트럼프�행정부�출범
이후�주춤한�상태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이�성장을�앞세우면서�환경�보호에�미온적이기�때문입니다. 일본은�도쿄,
교토, 사이타마현�등 3곳에서만�시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중국은�전국적으로�배출권�시장을�열�것이며, 2013년부터�베이징, 상하이, 충칭�등 7개�지역에서�배출권�시장을�시범

운영해�왔습니다.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20%를�차지하고�있는�중국은 EU를�제치고�세계�최대�시장으로�부상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대만, 태국, 터키, 베트남�등이�시장�개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

11

제 3장�시장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배출권�거래제의�효율성�덕분에�급격히�성장했습니다. 배출량을�줄이는�능력이�뛰어난

기업이�배출권을�판매하고, 능력이�부족한�기업이�배출량을�줄이는�대신�배출권을�구매함으로써�서로에게�이익이
될�수�있게�만든�것입니다.이때�중요한�것이�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MAC)인데�한계�저감

비용이란�온실가스 1톤을�줄이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 감축에�필요한�운영비�및�설비비를�말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위해�전력생산을�줄인다면�손실분에�대한�기회�비용이기도�하며, 간단하게는�저감기술의�투자비용을
온실가스�감축효과로�나누면�한계�저감�비용을�구할�수�있습니다.

MAC A
EUA*

MAC A

c
a

MAC A

b

EUA*

MAC B

RA Q*

RA nap

d
f

RB Q*

R (Emissions Reduced in Units)

e

MAC B

RB nap

R (Emissions Reduced in Units)

Δabc = Gain from Trade

Δdef = Gain from Trade

한계저감비용곡선�차이에�따른�탄소배출권�가격�결정과정

위는 A국과 B국의�한계�저감�비용(MAC) 곡선이며, A국의�한계�저감�비용�곡선�기울기가 B국보다�높습니다. 이는

그만큼�탄소배출량을�줄이는�데�많은�비용이�소모됨을�의미합니다. B국은 RBnap의�감축량을�할당받은�상태이고
탄소배출권의�시장가격(EUA*)은 B국의�한계�저감�비용(MAC B)보다�높게�거래되고�있습니다.

이�경우 B국은�한계�저감�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탄소�시장�가격보다�비교우위에�있게�되는데, 따라서�할당량보다
더�많은�감축(RB Q*)을�할�수가�있습니다. 즉, 탄소�시장�가격(EUA*)과 MAC B가�같아지는�점까지�감축량을�늘릴
수�있다는�것입니다. 이렇게�초과�감축한�부분에�대해서는�한계�저감�비용이�상대적으로�높은 A국으로�수출이

이뤄집니다. 이에�따라�탄소배출권�거래는 MAC A=EUA*=MAC B가�될�때까지�거래가�가능하며�한계�저감�비용은
탄소배출권�가격�결정에�있어�중요한�기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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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시장

웹�사이트, 모바일�애플리케이션�및�기타�채널은�소매�업체를�위한�플랫폼과�통합됩니다. 소매�파트너와�협력하여
브랜드와�일치하는�사용자�경험을�구축하고�간단한�통합을�수행�할�것입니다.

일반�소비자는�더�많은�제품과�서비스를�제공받아야�합니다. 우리의�플랫폼은�탄소�가격에�대한�정보를�지원하고,
제품을�소개함으로써�소비자들의�선택이�합리적일�수�있도록�서비스�프로그램을�마련하였습니다. 이를�통해,
참여자는�기후�행동에�더욱�활발히�참여할�수�있게�될�것입니다.

시장규모

2017년부터�전국 42개국과 25개�관할�구역이�탄소에�가격을�매기고�있습니다. 이러한�관할권은�전�세계�배출량의

22 % 이상을�차지합니다. 2017년�지난 5년�동안�시행�또는�구현을�계획한�탄소�가격�책정�계획의�수는�거의�두�배로
증가하여 47%에�달했습니다.

13

제 3장�시장

전반적으로�이�현상은�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거의�절반을�포함할�것으로�보입니다. 중국이�국가 ETS

시스템을�시작함으로써 2020년까지 2005년�수준을�비교하여�배출�강도를 40 ~ 45 % 감소시킬�목표를�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Parliament of Australia
시장의�잠재성

경제학자와�과학자�위원회가�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파리에서�합의된 2015년�기후�협약에서�배출�감축을

장려하는�다른�정책들과�함께�톤당�약 40달러의�가격이�목표를�달성할�것이라고�합니다. 파리�협약에�따르면�약
200개국이�기온�상승을�섭씨 2도�이하로�제한하려�합니다.

기후�변화�완화를�위해 2016년에서 2030년�사이에�약 103조�달러의�누적투자가�필요하다고�경제�협력�개발기구는
밝혔습니다. 이�투자는�이�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큰�이익을�가져다�줄�것으로�예상됩니다.

164개국은�파리�협약이 2015년 12월에�채택된�이래로�국가�차원의�기후�변화�대응�계획을�제출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결정된�기여라고�평가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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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는�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저탄소�도시�개발,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산림�관리�산업�효율성, 운송�및�기후
관련�기술�개발을�목표로�하는�프로그램을�포함합니다. NDC는�탄소�시장, 탄소배출권�거래�및�탄소�메커니즘에
대한�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차원의�참여의사를�확인했습니다.

국제�금융�공사가�발표�한�보고서에서는�파리에서�채택�된�기후�변화관련�국제�협약은�현재와 2030년�사이에
현명한�기후�투자를�위해 23조�달러의�기회를�창출하는�것을�도운�것이라고�밝혔습니다.

3.2.4 파리�기후�협약

ON THE ROAD TO PARIS 2015 AND BEYOND

1992

World leaders meet for the ﬁrst
time to discuss climate change
at the Rio Earth Summit

1997

Kyoto Protocol, ﬁrst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bind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s for developed
countries adopted

1998

2001

2009

IPCC, UN scientiﬁc body
for the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established

2010

NASA top scientist James Hansen
testiﬁes to US Cogress on the
climate change

2011

US withdraws from the Kyoto
Protocol

Kyoto Protocol enters into force

2005

2006

China overtakes the US as the
world’s largest CO2 emitter
Copenhagen Summit (COP15)
recognises the 2℃ scientiﬁc gial,
but fails to reach a new global
climate deal
G20 commits to phase out
ineﬃcient fossil fuels subsidies

Green Climate Fund creat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Peak oil crisis
Record high global investment in
clean energy

2013

IPPC 5th Assessment Report
conﬁrms man-made climate
change

2014

Oil price crash

Beginning of the shale revolution
Launch of the ﬁrst carbon market
(EU ETS)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파리에서�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FCC COP21)가�열렸습니다. UNFCC는
195개국이�참여하는�기후�변화에�관한�국제�환경�협약입니다.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지구�기온이�산업화�이전보다 2도�이상�높게�올라가는�것을�막지�못할

경우, 인류가�기후�변화를�위협할�수�있다고�경고해�왔습니다. 파리에서�열린�이�회의는�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
구체적인�방법에�있어�국제적인�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좋은�기회였고, 21세기�후반기에는�거의 0에�가까운
탄소�배출량을�기록하고, 깨끗한�경제와�저탄소�사회를�실현하자는�공동의�약속을�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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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정�주요사항
1 완화 : 배출량�감축

- 전�산업�수준에서�지구�평균�온도의�증가를 2°C 보다�낮게�유지하자는�장기�목표를�수립한다.

- 기후�변화의�영향과�위험을�유의미하게�줄이기�위해�기온의�증가를 1. 5°C로�제한하는�것을�목표로�한다.
- 이후�이용가능한�최고의�과학기술에�따라�신속한�감축을�수행한다.

파리�회의가�이루어지기�전�그리고�파리�회의가�이루어지는�동안, 각국은�포괄적인�국가별�기후�행동�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계획안들은�지구�온난화의�상승세를 2°C이하로�유지하기에는�충분하지�않았지만, 이�협정은
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길을�제시할�수�있었습니다.
2 투명성�확보�및�기후�행동�이행�보고

- 과학이�추구하는�야심�찬�목표를�설정하기�위해 5년마다�회동하기로�한다.

- 목표�달성을�위해, 각�국가들이�계획을�얼마나�잘�이행하고�있는지�각�국가들과�대중에게�투명하게�공개한다.
- 견고한�투명성과�책임성�있는�시스템을�통해�장기�목표를�향한�진행�현황을�추적한다.
3 적응

- 기후�변화에�주는�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사회적�역량을�강화한다.

- 개발도상국의�적응을�위한�지속적이고�굳건한�국제적�지원을�제공한다.
4 손실과�피해
- 기후�변화의�부작용과�관련된�손실�및�피해를�회피하고�최소화하며�해결하는�것의�중요성을�인식한다.

- 조기�경보�시스템, 비상�시�대비�및, 위험�보험과�같은�다양한�분야에서의�이해와�행동, 지원에�협력하고�이를
강화해야�할�필요성을�인정한다.

5 지원
- 유럽연합과�다른�선진국들은�개발�도상국에서�탄소�배출량을�감축하는�동시에�기후�변화�영향에�대한�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위한�기후�행동을�계속적으로�지원할�것이다.

- 타�국가들�역시�이와�같은�자발적�지원이�계속적으로�제공하도록�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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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은�새로운�집단�목표가�수립될 2025년까지�매년 1,000억�달러를�동원하는�기존의�공동�목표를�계속
유지한다.

KEY CLIMATE CHANGE
MITIGATION ACTION

GLOBAL ENERGY MIX
CONSISTENT WITH 2℃ GOAL

Increasing energy eﬃciency in Industry,

Energy

buildings and transport
Increasing investment in renewables
Phasing out fossil fuel subsidies
Putting a price on carbon

31.1%

21.6%

GAS

21.4%

22.2%

NUCLEAR

4.8%

RENEWABLES

Fores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2040

OIL

COAL

Reducing the use of the least-eﬃcient coal-ﬁred
power plants

2013

UP
DOWN

29%

13.7%

15.9%
29.6%
10.7%

3.3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은�사용자가�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고�인증하는�분산�데이터베이스입니다. 추가된�개별�데이터�블록은 “
사슬로�묶여” 네트워크�구성원들의�감시�하에�증가하는�기록�목록의�일부가�됩니다. 이�기술을�이용하면,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를�통해�자산을�이전하고�거래를�기록할�수�있습니다. 블록체인은�상호�네트워크를�기반으로,
사용자들�간에�높은�수준의�신뢰를�갖게�하며, 저장된�데이터에�대한�더�나은�모니터링을�가능하게�합니다.
기후�변화와�블록체인

1. Start of transaction

?

?

?

?

?

?

2. Veriﬁcaton by network

Blockchain Mechanism

6. Transaction completed
5. Block of data added to chain

3. Transaction approved

4. Transaction recorded
in block of data

블록체인�기술은�소비자들�사이에�이루어지는�친환경�에너지 p2p 거래를�보다�안전하고�용이하게�발전시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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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도시�및�기업들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신속히�이행하기�위해�노력할�때, 모든�주체들은�혁신적인
첨단�기술을�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은�더�많은�이해�관계자의�참여와, 거래에�있어서�놀라운

투명성을�가져올�수�있습니다. 또한, 이�기술은�기후�변화에�대응하는데�참여자들�간의�신뢰와�혁신적인�해결책을
불러옴으로써�기후행동을�증가시키는�데�기여할�수�있습니다.
TARGET

13-1

Strengthen 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to climate
related disaster

TARGET

13-2

Integrate climate change
measures into policies and
planning

TARGET

13-3

Build knowledge and
capacity to meet climate
change

기후행동에서�블록체인�기술이�쓰일�수�있는�구체적인�방법
1

탄소�배출�거래�개선

블록체인은�탄소�자산�거래를�향상시키는데�이용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IBM과�에너지�블록체인�연구소들은
현재�중국에서�탄소�자산�거래를�위한�블록체인�플랫폼을�공동�개발하려�노력하고�있습니다. 퍼블릭�블록체인에
탄소�자산을�기록하는�것은�투명성을�보장하는�동시에, 유효한�거래가�자동적으로�체결되는�것을�보장해줍니다.
2

친환경�에너지�거래�촉진

블록체인�기술은�신재생�에너지의 P2P 거래�플랫폼의�개발을�가능하게�합니다. 소비자들은�특정한�에너지

생산량을�대표하는�토큰�혹은�거래�가능한�디지털�자산을�이용하여�서로�신재생�에너지를�사고�팔고�교환할�수
있습니다.
3

기후�관련�자금의�흐름�향상

블록체인�기술은�기후�행동�지원을�위한�크라우드�펀딩�및�개인�간�자산�거래를�발전시키는�데�도움을�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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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와�동시에, 투명한�방식을�이용하여�프로젝트에�할당된�개개인의�재산을�안전하게�보호해�줄�수
있습니다.
4

온실가스�배출�감축량�보고�및�추적�개선, 이중�계산�회피

블록체인�기술은�온실가스�배출량에�있어�더�나은�투명성을�제공하는�한편, 감축량을�보고하고�추적하는�일을

개선할�수�있습니다. 이를�통해�이중�계산�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습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하에

정해진�국가들과�각�기업을�대상으로�하여�할당된�기여량을�달성하였는지�감시하는�도구로써�이용될�수�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분산’이라는�특성�때문에�기후�변화를�막기�위해�집단�행동을�지원하는�거버넌스를�향상시키고,
그것의�지속가능성을�개선시킬�수�있습니다. 중앙집중식�또는�탈분산화형�네트워크와는�달리, 블록체인은

독점적인�시스템�제어를�방지합니다. 또한, 이�기술은�개방적이고�지속적으로�거래들을�기록하여,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크게�높일�수�있습니다.

*거버넌스(Governance): 공공서비스의�공급체계를�구성하는�다원적�조직체계

내지�조직�네트워크의�상호작용�패턴으로서�인간의�집단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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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4.1 탄소배출권�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는�한�마디로�무형의�탄소배출�권리를�사고�파는�시장을�의미합니다. 즉, 탄소배출�한도에�여유가

있는�국가나�기업이�마치�물건을�파는�것처럼�그�여유분을�다른�나라나�회사에�판매하는�것입니다. 온실가스�배출량을
할당받은�에너지�다소비기업�등�탄소배출권을�사들인�기업은�그만큼�배출�한도를�합법적으로�늘릴�수�있고�판매

기업은�부가적인�수익을�올릴�수�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온실가스�배출에�따른�지구�온난화가�전�세계적인

이슈가�되면서�환경오염�방지를�위해�선진국을�중심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점차�감축하도록�의무화한�교토의정서를

이행하게�되면서 2000년대�이후�탄생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파리협약의�가장�큰�목표인 ‘온실가스감축’의�영향으로
향후�세계�탄소배출권�시장규모가 1조 4,500억�달러가�돌파할�것으로�예상되는�등�급성장할�전망이어서�미래의
'황금알을�낳는�산업'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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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배출권�거래소�현황

현재�탄소거래소는�전세계에서 10개�내외지만�규모가�해마다 50~100%정도�커질�정도로�전망이�밝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통계에�따르면�탄소배출권�시장규모는 2005년 109억�달러, 2006년 301억�달러, 2007년 640억�달러로
매년�급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1조 4,500억�달러�규모까지의�성장이�예고됩니다.

Kyoto Prorocol

Fragmentation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Schemes
Blue Next
Nord Pool

LEBA

ECX

Kyoto Prorocol

EEX

RGGL
WCL
California Climate Act

EU ETS
Kyoto Prorocol
CCX
Green
Exchange

Kyoto Prorocol
Keidanren Voluntary
Scheme

Kyoto Prorocol
Australia Carbon Trading Scheme
NSW Abatement Scheme

배출권�거래소
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ECX)

소재지(개장일)

영국(’05.04.22)

NSW
ACX
Kyoto Prorocol
NZ ETS

내 용

- 기후변화거래소(Climate Exchange Plc) 자회사
- 시카고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CCX) 자매회사
- 유럽선물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 Futures Europe, ICE Futures)의
플랫폼을�사용하고, 선물거래소가�거래, 청산, 결제, 리스크�관리, 감사업무를�담당
- 1만 5천개의�회원사를�보유함
- 세계�최대�탄소�배출권�거래소
- 거래상품 : 할당배출권(EUAs), 청정개발체제를�통해�얻는�배출권(CERs)에�대해
현물�및�선물·옵션

블루넥스트

(Blue Next)

프랑스(’07.12.21)

- BNP파리바�및�깔리온�은행�등 74개�회원
- NYSE(뉴욕증권거래소), Euronext(선물거래소), 파워넥스트(Powernext)가
탄소거래소를�분리하여�설치
- 거래상품 : EUAs, CERs 현물�및�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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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소
유럽에너지거래소

(European Energy
Exchange, EEX)

노르드풀

(Nord Pool)

소재지(개장일)

독일(’05.03.09)

노르웨이

(’05.02.11)

내 용

- 2007년 12월부터�에너지거래소(EEX), 에너지파생상품거래소(Eurex)가�배출권
거래시장에서�협업
- 모회사인�에너지파생상품거래소(Eurex)는�금융시장�네트워크�제공
- 자회사인�에너지거래소(EEX)는�에너지�마켓과�유럽�전력시장�네트워크를�제공
- 영업대상은�주로�에너지거래소(EEX)와�에너지파생상품거래소(Eurex) 회원사임
- 거래상품 : EUA 선물·옵션, CER 선물
- 나스닥�선물거래소(OMX)가�대주주로�참여
- 가입비는�없으며�연회비 3,000유로

-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등의�전력거래를�담당하는�전력거래소들이�주
회원임
- 거래상품 : EUA, CER 현물�및�선물

세계�주요�탄소�거래소

이 름

위 치

출범일

시카고�기후거래소

미국시카고

03년 12월

온실가스�거래소

캐나다�토론토

04년 12월

기후거래소

영국�런던

노르드�풀

노르웨이�리사커

유럽�기후거래소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오스트리아�에너지거래소

오스트리아�그라즈

유럽�에너지거래소
센터코2

파워넥스트�카본

독일�라이프치히

스페인�바르셀로나
프랑스�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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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1월
05년 2월
05년 3월
05년 4월
05년 4월
05년 5월
06년 6월

세계�탄소시장�가운데�가장�활발한�곳은�유럽�기업들간�배출권

거래를�위해 2005년 1월�개설된�유럽연합(EU) 탄소시장으로�전

세계�거래량의 80%를�차지하고�있습니다. EU가�지역내 1만2,000
여개�기업을�대상으로�이산화탄소를�배출할�수�있는�총량을

제한하고�배출권을�사고파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실시한데�따른�것입니다. 이에�따라�지난해 EU-ETS를�통해�거래된

탄소배출권�거래�규모는 20억6,100만t으로 500억달러에�달합니다.
거래�규모와�거래�금액�모두�전년�대비 100%가량�증가했습니다.

세계�탄소시장�규모�추이

1조 4500

(단위 : 억달러)

(1조�유로)

15000
12000
9000
6000
3000
0

2006

2007

2010

2020

국제�탄소시장과�탄소배출권�가격이�매년�지속적으로�상승하여, 최근에는�하나의�투자상품으로�인기가�매우

높습니다. 대개�탄소배출권은�국가별로�부여되지만�각국이�대부분의�배출권을�기업에�할당하기�때문에�탄소배출권
거래는�대개�기업들�사이에서�이뤄집니다. 현재는�개인의�참여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기업�간의�탄소배출권

거래만�활성화�되어�있습니다. Eco Value Foundation은�기업�뿐만�아니라�개인들도�하나의�투자상품으로�거래할
수�있는 P2P 탄소배출권�거래소�구축할�것입니다.
1

Buyer ‘A’ transacts with
seller ‘B’ using EV Coin

2

P2P 플랫폼�도식

The transaction is
represented as ‘block’

?

?

A
?

4

?

The blockchain validates and
approves transaction using algorithms.

?
The transaction block is
broadcast to every participant.

3

B

5

The veriﬁed block is stamped and
linked to the other blocks in the chain
providing transparent record of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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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transaction between
A and B is complete.

1. 구매자 A가 EV Coin으로�판매자 B와�거래합니다.
2. 거래는�블록으로�증명됩니다.

3. 거래�블록은�모든�참가자에게�표시됩니다.

4. 블록체인은�알고리즘을�사용하여�거래를�승인하고�입증합니다.

5. 입증된�블록은�명시되고, 투명한�거래�기록과�함께�다른�체인에�연결됩니다.
6. A와 B 간에�거래는�완료됩니다.
4.2 탄소배출권�매입

탄소배출권�가격은�매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습니다. Eco Value Foundation은�탄소배출권을�구매하여�직접
소유�관리합니다. 국제�주요�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구입하여�우리의�자산가치를�높일�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은�매년�가격이�상승하기�때문에�기업에서�단순히�모자르고�남는�것을�파는�것이�아닌�투자상품으로
구입하려고�합니다. Eco Value Foundation에�모금된�자금으로�해마다�가격이�상승하고�있는�탄소배출권을
매수하여�미래의�자산가치를�높일�것입니다.

4.3 CDM 사업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채택된�교토의정서의�제12조�규정에�따라, 지구온난화�현상
완화를�위해�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공동으로�추진하는�온실가스�감축사업�제도입니다. 선진국은�개발도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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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기술을�제공하여�온실가스�감축사업을�실시하고, 검증된�온실가스�배출�감축�양에�대해�탄소배출권을

발급받습니다. 개발도상국은�선진국의�자본과�기술을�통해�친환경�기술을�개발함으로써�지속�가능한�발전을�기대할
수�있게�됩니다. CDM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모두의�이익을�도모하며�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을�달성하는

지구촌�공동�사업의�하나라고�할�수�있습니다. 2005년�교토의정서�발효로 CDM 사업에�가속도가�붙었습니다. CDM
의�사업은�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등의�온실가스를�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산업,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배출(Fugitive emission from fuels), 할로겐화�탄소와�육불화황�생산�및�소비, 용제�사용, 폐기물�취급�및

처리, 조림�및�재조림, 농업�등 15개�분야로�나뉩니다. 온실가스�감축사업은�시행�전과�후를�비교하여�온실가스�감축

및�환경적�이익이�발생하고�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때�사업으로�승인하고�있습니다. 사업은 CDM
집행�위원회에서�지정하는�국제공인 CDM 검증기관인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에서�사업�타당성을
검증�받은�후 CDM 집행위원회에�사업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공식�승인을�받습니다. 2011년 10월 CDM
집행위원회에�의해 3497개의�사업이�등록되었으며 61개�사업이�등록�요청�중입니다.
교토의정서 12조 2항

청정개발체제는�부속서 I에�포함되지�않은�당사자가�지속가능한�개발을�달성하고�협약의�궁극적�목적에�기여할�수
있도록�지원하며�부속서 I의�당사자가�제 3조의�규정에�의한�수량적�배출량의�제한, 감축을�위한�공약을�준수할�수
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CDM 관련기구
-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승인(LoA) 발급

-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 UNFCCC 하 CDM 총괄업무, CDM 룰제정, DOE지정 COP/MOP에
건의�등�수행

-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UNFCCC CDM 집행위원회(EB)에서�지정하는�국제�공인 CDM
검인증기관으로 CDM사업�계획의�타당성확인, 사업에�의한�감축실적�검증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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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일

CDM사업분류

NO
1
2

분야

에너지�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에너지�수요

Energy demand

에너지�공급

3
4

Energy distribution

제조업

5

Manufacturing Industries

화학산업

6

Chemical Industries

건설

7

Construction

수송

8

Transport

광업/광물

9

10

Mining. Mineral production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탈루성�배출

11

할로겐화�탄소, 육불화황�생산/소비

12

용제사용

14

조림�및�재조림

13
15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ﬂuoride
Solvents use

폐기물�취급�및�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Aﬀorestation and reforestation

농업

Agriculture

CDM사업�추진세계

Step 1

Metal production

Step 2

Step 3

CDM
사업계획

CDM 사업계획
(PDD)작성

국가승인기구
(DNA)승인�획득

사업참가자

사업참가사�컨설턴트

DOE DNA

Step 6

Step 7

검·인증

모니터링

(Veriﬁcation and
Certiﬁcation)

사업참가자

DOE

Step 8

배출권�발급

Step 4

타당성�확인
(Validation)

등록
(Registration)

DOE

DOE CDM EB

Step 9

CERs 배분

(lssuance of
CERs)

(Distribution of
CERs)

DOE CDM EB

사업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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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CDM사업�추진세계
STEP 1. CDM 사업의�계획

사업의�타당성�확인(validation), 등록(registration), 검증(veriﬁcation)을�위해�사업�수행에�필수적인�기술적
조직적�사항을�기술하고, CDM-PDD에는�프로젝트�정보�및�베이스라인, 모니터링�방법론이�기술됩니다.
STEP 2. CDM사업계획서(CDM-PDD)작성

사업의�타당성�확인(validation), 등록(registration), 검증(veriﬁcation)을�위해�사업�수행에�필수적인�기술적
조직적�사항을�기술하고, CDM-PDD에는�프로젝트�정보�및�베이스라인, 모니터링�방법론이�기술됩니다.
STEP 3. 관련�당사국의�승인을�획득

사업�참가자는 Host Party(유치국)를�포함한�각�당사국의�국가승인기구(DNA)로부터�자발적�참여에�대한�승인을

획득해야�하며(승인서�필요), 승인�절차는�당사국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승인은�등록�단계�이전, 즉�계획�단계에서
타당성�확인�단계�사이에�획득하면�됩니다.
STEP 4. 타당성�확인(validation)

CDM운영기구(DOE)가 CDM-PDD를�바탕으로 CDM 사업�요건�충족에�대한�독립적�평가를�수행하여�해당�사업의
타당성을�확인합니다.

STEP 5. 등록(registration)

타당성이�확인된�프로젝트에�대해 CDM운영기구(DOE)가�절차에�따라 CDM 집행위원회 (EB)에�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공식�승인을�받으며, 사업�참가자는�등록에�필요한�금액을�납입합니다.
STEP 6. 모니터링

사업�참가자가 CDM-PDD의�모니터링�계획에�준해�사업의 GHG 배출�감축�계산에�필요한�모든�데이터를�수집하고
작성합니다.

STEP 7. 점검·인증(veriﬁcation and certiﬁcation)

검증: 모니터링된 GHG 배출�감축에�대해�주기적으로 DOE가�수행하는�독립적인�검토와�사후(ex post) 판단을
합니다.

인증 : DOE가 GHG 배출�감축�검증에�대한�확인서를�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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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배출권�발급(issuance of CERs)

검증된 GHG 배출�감축�양에�대해 EB가 CERs를�발급, 배출권�발급은�관리�비용(SOP-Admin)과�기후�변화에�특히
민감한�개도국의�적응�비용�지원을�위한�비용 (SOP-Adaptation, 전체�발행된 CERs의 2%)을�공제한�양에�대해
이루어집니다.

STEP 9. 배출권�배분(distribution of CERs)

사업�참가자들이�합의한�분배�비율에�따라�배출권이�배분됩니다.
CDM 추진현황

이미�승인된�베이스라인과�모니터링�방법론을�적용할�경우�방법론�승인�절차�없이�국가승인기구(DNA) 승인과

운영기구 (DOE)의�타당성�확인�절차를�거쳐�사업의�등록�및�시행이�가능하고, 신규�베이스라인과�모니터링�방법론을
이용한�사업의�경우 CDM 집행이사회(EB)로부터�방법론�승인�과정을�거쳐야�합니다.
Eco Value Foundation의 CDM 프로세스는�다음과�같습니다.
.
Step 1. 개발도상국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실행

Step 2. UN에서�환경�사업�확인�후, 탄소배출권�할당량�책정
Step 3. 할당된�탄소배출권을 UN으로부터�확인

4.4 환경�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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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고�유망한�친환경�기업들에게�해외로�진출�할�수�있는�기회와�자금을�지원하며�지분을�지속적으로�보유하여
이를�다시�코인�투자자들에게�블록체인의�지분구조로�변환하여�줍니다.

Eco Value Foundation 은�코인의�성장과�발전을�위해서�지속적으로�해외의�유망한�에너지�기업과�환경기업들의

주식에�투자합니다. 주가�가치�상승으로�인하여 Eco Value Foundation의�가치가�높아지게�되고 Eco Value Coin의
가격이�상승하게�되어�참여자의�자산가치가�높아지게�됩니다

IPO · Pre-IPO 에너지�기업, 환경�기업�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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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V Coin 장점

Ⅰ. 모바일과 PC를�통한�간편한�결제와�개인�송금

• 앱을�통해�개인간�결제�및�송금이�자유롭습니다.

• 제휴�쇼핑몰에서�공인인증서�없이 EVC를�이용하면�간편합니다.
Ⅱ. 블록체인을�통한�안전한�거래

CDM
사업계획

• EVC의�모든�거래는�블록체인을�통해�기록되어집니다.

• 해킹과�복제의�위협에서�벗어나�안전한�거래를�보장합니다.

• 블록체인�웹사이트를�통해�투명하게�거래�내용을�확인�가능합니다.
Ⅲ. VISA카드�가맹점에서�사용�가능한 EVC 카드

• 온라인�계좌에�연동되는 EVC 코인�카드입니다.

• 선불�카드�방식으로�비자카드와�연동되어�비자카드�가맹점이라면�어디서든�사용이�가능합니다.
• EVC를�사용하는�유저라면�누구나�사용하실�수�있습니다.
Ⅳ. 스마트�계약을�통한�환경�가치�거래
• 탄소배출권에�연동됩니다.

• 탄소거래소와�국제�규격에�등재된�탄소배출권의�소유와�거래를�명확하고�쉽게�합니다.
• 화폐의�가치를�위해�채굴을�일부�제어함으로써�안정적�통화를�유지합니다.
• 기존의�코인보다�빠르고�실효성이�있으며�실물�가치를�가지고�있습니다.
5.2 EV Coin 서비스

디지털�통화와�기존�통화를�하나의�모바일�및 PC 플랫폼으로�연동하여�글로벌�결제, 송금, P2P, 카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블록체인�기술�기반으로 Fintech 오픈�플랫폼�및�응용서비스(Coinsmark, 위변조, 인증)를�제공하고
거래소�및�카드�시스템을�통해�현금처럼�사용하실�수�있으며, 친환경�사회�운동�및�개인의�노력을�통해�코인을

획득할�수�있습니다. 또한�국제�탄소시장과�거래하여�기업간�탄소배출권, 추후�에너지를�매매할�수�있는�친환경
코인입니다. Eco Value Coin의�주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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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거래소

달러, 유로, 비트코인�등�화폐와�다른�코인들�간의�거래가�자유로운 EVC거래소를�구축할�것이다. 모바일, PC를�통해
접속�가능하며, 환율�정보를�통해�원하는�통화로�환전할�수�있습니다.

Eco Value Foundation에서�제작한�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EV Coin은�현금과�탄소배출권으로�교환�가능합니다.
모든�탄소배출권�거래는�블록체인에�투명하게�기록됩니다.
Ⅱ. 전자지갑

EVC 전자지갑을�통해�송금�및�환전, 구매가�가능합니다. EV Coin으로�전자결제가�가능합니다. 블록체인으로

보호되며�거래�내역이�확인됩니다. EV Coin으로�탄소배출권�및�추후�에너지�매매가�가능합니다. 거래소와�직접
연결되어�있어�안전하고�편리합니다.

Ⅲ. VISA카드�가맹점에서�사용�가능한 EVC 카드
- 송금시스템

상대방의 Account와 Fincode를�입력�하면�국내�송금�및�국제송금이�가능합니다. 거래소의�환율을�기준으로�달러,
유로, 위안, 엔으로�환전�및�송금이�가능하며, 비트코인�등�각종�디지털�코인으로도�송금이�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바탕으로�개별�네트워크에�거래기록을�분산하고�공개하기�때�문에�안전하며, 송금�수수료가�매우
저렴합니다.

-환전시스템

자체�제작된�거래소를�통해�환율정보�확인�및�환전이�가능합니다. 유로, 달러, 위안, 엔과�비트코인�및�골드
코인으로도�교환이�가능합니다.

Ⅳ. 카드시스템

홈페이지를�통해�비자�카드�발급이�가능�합니다. 비자�카드와�연동되는�카드�시스템은�투자�수익금과�일반�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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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사용�가능할�뿐�아니라�온�오프라인�결제가�가능합니다. 다양한�화폐로�환전이�가능하며 ATM 이체도�가능합니다.

제 6장

토큰�세일

Presale이�완료된�상태이며, 2018년 5월 1일에�시작하는�첫�번째 ICO에서 4단계의 ICO를�거쳐�비로소�상장될

것입니다. 각�단계에�거래가능한�토큰의�양은 100,000,000 EVC이며 2018년 6월 15일에�마지막 ICO 단계를�거친
후, 상장�완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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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유태계�스위스�및�유럽�기반�은행과�투자�자문회사. 크립토�블록체인�관련�투자�상품�개발�투자자문사

세계 OTC트레이딩�제휴. 편리하고�가격�경쟁력있는�크립토�자산을�구매하고�관리하는�거래소

투자�자산관리�은행. 캐피탈�유럽, 모리셔스, 인도, 이스라엘에�기반

중국계�투자�자산관리. 주식, 인수합병, 선물등�최근�가상화폐�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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