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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POST-2020)를 구성하는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크게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으로서의 ‘감축’과 ‘적응’,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MOI)으로서 ‘재정’, 

‘기술 개발 및 이전’, 그리고 ‘역량배양’이 있으며, 이 다섯 가지 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신기후체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더블카운팅 방지를 위한 엄격한 회계규칙의 적용이 

요구된다.

Economy

DATAM,  

신기후체제 블록체인 기술 혁명

가난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그러나, UNFCCC의 투명성 체계를 논의할 때 MRV 

체계와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다. 신뢰성 있는 DATA를 

측정(Measurement)하여 수집 및 평가하여,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고(Reporting)함으로써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Verification)되어야 한다. 따라서 MRV는 

보고서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개연성을 낮추고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정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후체제의 ‘투명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적인 해석이 부족한 상태의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운 

암호화폐가 최근 쏟아지고 있다. 이들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기술백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객관적인 탄소감축량 DATA를 

신기후체제(POST-2020)를 구성하는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크게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으로서의 ‘감축’과 ‘적응’,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MOI)으로서 ‘재정’, 

‘기술 개발 및 이전’, 그리고 ‘역량배양’이 있으며, 이 다섯 가지 

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신기후체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더블카운팅 방지를 위한 엄격한 회계규칙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투명성의 요구 측면에서 신기후체제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매우 바람직하다. 실제, 지난 1월 22일에는 UNCCC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후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협약에 

적용하기 위해 기후체인연합(Climate Chain Coalition; CCC)를 

결성하였다.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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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평가 5호

측정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장치(device)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산정되어 국가 또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의해 투자되어 탄소배출권의 소유권의 구분이 

명백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에서 탄소감축량에 대한 암호화폐의 

지불로 배출권 확보를 언급하는 것은 신기후체제의 엄격한 

더블카운팅 방지에 대한 이해력의 부재로 말미암은 개발 

계획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이동식 배출원이라는 특성으로 MRV가 어려워 기술 

개발 및 적용은 물론 국가적 감축 목표의 설정조차 매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신기후체제의 투명성과 더블카운팅의 엄격한 

방지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분야인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 및 적용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업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출현하여 

투자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소재 한국 기업인 

DATAM(DATA M LIMITED, CEO James Lee(이영철))이다. 

DATAM은 2017년 7월, 세계 최초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원천기술 특허를 등록하고 

홍콩에 관제센터를 구축하였다. 올해 1월에는 탄소감축량 

측정장치이자 체굴기인 CRM(Carbon reduction Mining) 

디바이스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측정, 수집, 분석 

및 평가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의해 발행되고 보상은 물론 

결재까지 가능한 암호화폐(EDEL Coin) 블록체인 기술인 

PCR(Proof of Carbon Reduction)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3건의 국내 특허 출원 및 PCT 국제 출원하였다. PCR 시스템 

특허의 경우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질적인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현재 한국의 경우 블록체인에 대한 전체 

특허 출원 건수가 100여 건임을 감안할 때 DATAM의 3건의 

특허 출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5월 말에는 자동차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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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약 

10여 개국에 별도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DATAM은 교통부문의 NAMA(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적용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존 화석연료 

대중교통을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선 투자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이를 에너지 다소비 국가 또는 기업과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수된 투자금을 대중교통 결재 시스템과 

CRM 디바이스 장착에 재투자하여 대중 교통 이용자 개인의 

탄소감축 분을 정확히 측정 및 모니터링하여 암호화폐로 

보상함으로써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자의 동기부여를 

증대시킨다. 이용자 수의 증대로 예상 탄소 감축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다시 배출권 인증을 획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에서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은 

신기후체제 하에서 교통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대중교통수단 역할 확대 및 친환경차(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등이 무엇보다 주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DATAM 프로젝트는 신기후체제의 

투명성과 더블카운팅의 엄격한 방지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방안이며 MRV 기술적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DATAM 프로젝트의 도입 

및 적용은 라오스 정부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적극적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라오스는 세계 최고의 청정국가로서 지난 4월 

투자기획부 초청으로 관련 부처들이 모인 자리에서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에 대해 소개하고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영철 회장은 “이 프로젝트로 라오스는 년간 약 8억 달러의 

에너지 감소효과와 140만 톤의 CO2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라오스를 시작으로 전세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혁명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DATAM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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