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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흡수원

으로서 산림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 따르면 1990년 이후에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직접적인 토지 이용변화와 조림, 재조림 및 벌채 등 임업활

동에 의하여 발생된 배출원에 의한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로 인한 온실가스 배

출량의 순 변화는, 각 공약기간 동안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로 측정되어, 부속

서 1 의무감축국이 감축공약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산림생태계가 보유하

고 있는 탄소의 총량은 2005년 기준 총 6,380억 톤으로 전체 대기 중 탄소량보다

많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과 같은 인간 활동은 변화로 배출

되는 탄소량은 지구탄소축적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IPCC 특별보고서(Bert

Metz 외, 2000)에 따르면 1850년부터 1998년까지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생산으로

270±30Gt의 탄소가 배출되었는데, 토지이용변경으로 배출된 탄소량이 136±55Gt이

다. 토지이용변화 중 산림전용이 87%를 차지한다. 따라서 적절한 토지이용, 토지이

용변화 및 임업활동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마라케쉬합의문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활동에 대한 세부규칙 및 절차로서 제1차 공약기간동안 부속서 I 당사

국의 국내 산림흡수원 사업 및 신규조림/ 재조림 CDM 사업활동에 대한 탄소배출

권 인정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

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REDD) 활동이 post-2012 기후변화협약 의제로 결정되었고,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REDD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에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 기후변화 관련 법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서장 시

행령’을 제정하여 실행하였다. 이 법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강한 의

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법은 정부가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해야 함(제55조 제3항)을 명시함으로써 산림의 역할을 인정

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가 기후변화 종합대책에 대한 산림부문 실행계획으로서

2008년에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현재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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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 산림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실행되고, 현재 정부가 마련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하여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

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산림관련 법 제정을 위해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에 관한 국내 여건을 파악하고, 국외 법률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안을 제시한다. 국내 제도와 정책 간의 간격을 조사함으로써 산림탄

소 흡수원 확충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효과적인 정

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수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

내 관련 산림정책 활동의 효율적 이행 및 성과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탄소흡

수원 확충을 위한 법안의 입법화를 통하여 산림자원 육성 및 목재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여건 분석과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법리를 세우고 법

안을 제시한다.

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법제화 여건 분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현황과 산림부문의 제

도적 여건 파악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현황을 기술하고,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법령을

조사한다.

나.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해외 법제도 분석

교토의정서 의무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

고 있다. 선진국은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탄소시장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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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이 인정되지 않

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를 제외한 임업분야 주요 핵심국이면서 산림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 뉴질랜드, 일본, 미국의 산림정책과 법제를 분석하고자 한

다. 뉴질랜드는 가장 먼저 산림탄소배출권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였고, 일본은 산림

탄소상쇄제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다. 미국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

배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법제 검토 결과는 국내 법안을 마련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다.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리체계의 수립과 법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입법의 필요성과 기존의 다른 관련법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법안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려한 기존 관련법에는

다음 법률을 포함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 산림기본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제도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도록 법안을

구상하였다.

§ 산림탄소흡수원 기반 구축

§ 산림탄소흡수량의 산정․보고․검증

§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및 누출방지 활동

§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제도

§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

§ 운영기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행정운영체계

본 연구에서 고려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및 누출방지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조림/재조림

§ 산지전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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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

§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이용

§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생물다양성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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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법제화 여건 분석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법제화 여건으로서 기존 법령과 현재 진행되고 있고 계획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을 조사하고 법령과 정책 간의 연계성을 기술하

였다.

1. 기후변화대응 산림정책

산림청은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산림부문의 활동계획으로 2005년에

작성한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2005년-2017년)을 대체하는 종합계획으로서 2008

년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제5차 산림기본

계획(2008-2017)상의 기후변화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전략을 구체화하는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은 7개의 추진전략과 27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산림청의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에

관한 계획과 실행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 추진전략>

1. 탄소 흡수원 확대, 유지

2.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4. 산림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

5. 동아시아 그린허브 기반 구축

6.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7. 온실가스 통계 인프라 구축

가. 탄소흡수원 확대, 유지

산림청은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꾸준히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나.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산림청은 목재펠릿을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하고 있

다.1)

§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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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목재펠릿 보일러 시범보급(공사립 5개 휴양림 24대)

- 2009년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 3천대 보급

§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

2008-2009년 5개소(양평, 여주, 단양, 청원, 김해) 설치 지원(2톤/h)

§ 목재펠릿 품질규격 고시(2009년 5월)

§ 목재펠릿 보일러 기준 마련 (2009년 6월)

§ 목재펠릿 이용 가능성 시범사업

- 목재펠릿의 발전용 혼소시험, 군부대 펠릿난방 시범사업

§ 목재펠릿 보일러 사후관리

- 펠릿보일러 모니터단 구성․운영(2009년 12월-2010년 3월)

- 펠릿보일러 불만신고전화 설치․운영(2009년 12월 8일-2010년 3월 말)

- 현장특임관 제도․운영(2009년 11월-2010년 3월말)

- 펠릿보일러 사용자 설문조사(2010년 1월)

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

(2009-2012)’을 수정․보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2011-2015)’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과 생태계 부문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 산림 부문 (3개 대책, 8개 세부과제)

- 산림기능 및 회복력 유지 증진: 기후변화 취약 산림 생물자원 보호관리, 기

후변화 적응 산림 수원의 체계적 관리

- 임업생산성 증진 : 임업부문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 임업생산성

유지․증진

- 산림피해방지 대책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취약성 평가, 산림재해예방

및 피해저감 시스템 고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조기방제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 산림관리 실연사업 추진, 평가 및 환류

§ 생태계 부문(2개 대책, 6개 세부과제)

- 모니터링 및 영향․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 및 지표종 모니터

링,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적응대책 : 생물종/유전자원/생태계 다양성 보존 및 복원, 훼손 및 단절된

생태계 연계를 위한 생태축 복원, 생태계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홍

보 강화

1) 진선필 2010. 목재펠릿의 산업화 정책방향. 한국산림기후포럼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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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림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

1)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청 산림정책과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설계하고 제도운영 경험축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3월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 계

획을 수립하고, 4월에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하였다. 진행과

정에서 현장 토론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알리고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였다. 지난 11월, 산림탄소상쇄 제도 구축을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민

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림탄소상쇄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림탄소상쇄 제

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인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협의회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로 구성된 의

사소통 구조로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 상황>2)

§ 산림탄소상쇄 사업모델 및 실행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 ’09.7~11월

§ 산림탄소상쇄 시범운영계획 T/F팀 회의 : ’10.2.23~24

§ 시범운영계획(안)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내부의견수렴 : ’10.3.10~18

- 대학교수,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산림과학원, 녹색사업단 등 참석

§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계획 수립 : ’10.3.22

- 신한은행, (주)신세계, 한국공항공사

§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훈령)제정 : ’10.4.22

- 운영주체별 역할 분담, 사업추진절차, 추진체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시범사업 현장토론회 : ’10.5.4(화성), 6.8(연천)

§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토론회 : ’10.6.22

§ 산림탄소상쇄 운영프로그램 및 로고 개발 : ’10.6월

§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현장토론회 : ’10.9.30

<시범사업 참여자 및 대상지>

§ 신한은행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산1178번지(공유림, 11.7ha)

§ 신세계 :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산17번지(국유림, 10ha)

§ 공항공사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산66-1번지(국유림, 7.5ha)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등록·타당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지원

2)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시범사업 참여자 및 대상지는 산림청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현장토론

회(2010. 09. 30)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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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대책('08)

27개 과제 및 내용

관련 계획 및 정책 연구

사업주요세부계획 및 활동 예정

1. 탄소 흡수원 확대, 유지 　 　 　

1-1.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

증진

푸른 산림가꾸기 5개년 계획('08),

간선임도 5개년계획('09)
　 　

[표 1]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2008)과 추진 정책 및 제도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와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준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산림활동을 통한 온실

가스 흡수가 이행실적 수단으로 명시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산림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에 대한 산림 크레딧을 상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3) 탄소배출권 조림사업(A/R CDM) 추진

산림청과 학계가 협력하여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 1-85외 4필지 총 87ha를

국내 A/R CDM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현재 A/R CDM PDD를 작성하고 있다.

마. 동아시아 그린허브 기반 구축

1)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체제 구축

산림청은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기구로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AFoCO는 아세안(ASEAN) 국가

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훼손된 산림복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

련된 각종 연구와 ODA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REDD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해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각국 정

부가 기구 설립협정문에 대해 검토 중이다.

바. 온실가스 통계 인프라 구축

제5차 국가 산림자원조사(2006-2010)는 산림 총 축적, 생장률(수종별, 지역별 등),

고사목․유기물․토양 관련 정보를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산림부문 온실가

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소속기관 및 지자체(시․군․구) 산

림면적과 임목축적 변동사항에 대한 통계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활용

하여 산림전용(21개 용도별), 신규조림, 재조림 등의 산림면적에 대한 모니터링, 벌

채(수확), 교란(산불, 설․풍수피해, 병충해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탄소배출량 추

정 등을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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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① 탄소최적화 산림경영기법

개발
　

탄소흡수기능 증진

산림경영기법을 법령

및 훈령 등에 반영

　

②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05)

푸른 산림가꾸기

5개년계획('08)

　 　

③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한

수종개발
　 　 　

④ 탄소 흡수기능이 저하된

산림의 수종갱신
　 　 　

⑤ 탄소최적화 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동적임분 탄소모델

개발 및 탄소최적화

임분시업체계 개발　

　

⑥ 저탄소 산림 시업기술

개발
　 　 　

1-2. 사유림의 탄소 흡수역량

제고
국유림 확대 계획('08) 　 　

❏ 주요 내용 　 　 　

① 사유림 대리경영 활성화 　
대리경영 실행지침

제정
　

② 관리 부실 사유림 매수

확대, 국유림화 추진으로

국가 산림경영모델 제시

　
매수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1-3. 유휴토지 조림 등 신규

흡수원 창출
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06) 　 　

❏ 주요 내용 　 　 　

① 유휴토지 조림을 통한

신규 흡수원 창출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② 대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을

활용한 신규 흡수원 창출
　 새만금 간척지 등 　

1-4.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도시림 기본계획('07) 　 　

❏ 주요 내용 　 　 　

①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② 도시림 지속성지수 개발

및 도시별 지수 공표
　 　 　

③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④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08) 　 　

1-5.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 주요 내용 　 　 　

①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산지전용 타당성

검토제->

산지관리법

개정('12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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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국 차원의 계획적

산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장기

산지관리종합계획('11)
　

③ 산지 전용지에 대한

효율적 이력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07~’08)

　 　 　

④「산림복원 10개년

계획」수립.추진(’09)
　 　 　

2.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2-1. 목재자원의 순환이용

증대
　 　 　

❏ 주요 내용 　 　 　

① 숲가꾸기 산물 수집체계

개선
　 　 　

② 폐목재 재활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에

반영('08)

　 　

③ 고효율 수집시스템 개발 　 　 　

2-2. 목재이용 촉진 　 　 　

❏ 주요 내용 　 　 　

① 목재의 전과정평가 및

물질흐름분석
　 　 　

② 건축자재, 토목용재 등의

목재 대체 촉진
　 　 　

③ 목재이용확산캠페인전개 　 　 　

④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및

목제품 인증제 도입
　

자체산림인증시스템

구축('10)_법․제도적

근거 마련

　

⑤ 국산 목재이용 촉진을 생활

공감 정책과 연계
　 　 　

2-3. 목질 바이오에너지 확대
목질바이오매스 수급 및

이용전략('07)
　 　

❏ 주요 내용 　 　

① 목질 바이오에너지 시설

지원
목재펠릿에너지 활용대책('10) 　

② 목질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목재펠릿보일러

종합관리대책('09)
　

③ 병해충 피해목 등 바이오에

너지 원료공급원 확대
　 　 　

2-4. 바이오순환림 집중육성권

역 조성
　 　 　

❏ 주요 내용 　 　 　

① 2020년까지 10만ha의「바이오

순환림 집중육성권역」조성
　 　 　

② 바이오 순환림 집중육성권역

의 대리경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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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오순환림 집중육성구역

내에 생산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연구시설 유치

산림바이오매스 연구사업단

설치
　 　

2-5. 탄소 순환 마을 조성
탄소순환마을 조성

기본계획('09)
　 　

❏ 주요 내용 　 　 　

① 탄소순환마을의 제도적

기반 구축(’09)
　

마을 조성․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② 탄소순환마을조성추진(’10～) 　 　 　

3.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1.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및

적응기반 마련

국가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09)
　 　

❏ 주요 내용 　 　 　

① 산림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강화
　 　 　

② 산림 생태계 변화예측 및

취약성 분석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전국실

시('08~'12)

　

③기후변화취약종, 취약생태계

특별관리
　

기후변화 취약종

복원․증식․적응사

업추진('09~'13)

　

3-2.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 주요 내용 　 　 　

① 기후변화가 임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② 기후인자를 고려한 ‘맞춤형

산림지도’ 개선
　 　 　

③ 확대가 예상되는 난대수종

종자공급원 확보
　

아열대 및 난대지역

유용수종 발굴 및

공급기반 조성

　

④ 대표적인 단기 임산물

생산성 유지 대책 마련
　 　 　

3-3. 산불 취약지 관리 및

조기진화시스템 구축

산불방지중기기본계획('05),

목재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 지침('08)

　 　

❏ 주요 내용 　 　 　

①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불위험 예측기술 개발
　 　 　

② 산불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③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체계 확립
　

산불방지

국고보조율을 현

30%에서 50%로

확대

　

3-4. 산사태 위험지 사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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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①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②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사방시설 설치 확대
　 　 　

③ 산사태 예방을 위한

‘방재림’ 조성
　 　 　

④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3-5. 산림 병해충 적기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 주요 내용 　 　 　

① 산림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② 산림병해충 예찰시스템

구축
　

항공정밀 탐색시스템

도입
　

③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시스템 구축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
　

4.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
　

HWP 및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사업

평가·검증 방법론

개발　

　

4-1.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

시범사업운영 및 배출권 발행

시범 실시
　 　

❏ 주요 내용 　 　 　

① 산림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② 자발적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기반 마련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훈령) 제정(‘10.4)

산림의 탄소흡수원

관리 및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사업 확인․검증체계

확립

　

4-2. Post-2012 산림흡수원

관리방안마련
　 　 　

❏ 주요 내용 　 　 　

① 국내 산림 배출권(RMU) 발

행에 대비한 산림활동 분야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 교토의정서 의무이행시

RMU 관리방안 마련
　 　 　

③ 발행된 RMU 귀속 주체

검토
　 　 　

4-3. 탄소배출권

조림사업(A/R CDM) 추진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08)
　 　

❏ 주요 내용 　 　 　

① 해외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인프라 구축
　 　 　

② 해외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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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 탄소 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국내 A/R CDM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조사
　

5. 동아시아 Green Hub 기반

구축
　 　 　

5-1. 북한 황폐산지 복구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08) 　 　

❏ 주요 내용 　 　 　

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 황폐지 복구
　 　 　

② 녹화·식량·에너지를 연계한

접근방법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림 추진

　 　 　

③ CDM 사업기반 및 효과적

추진체계 마련
　

「북한산림복구자원

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5-2. 주도적인 동아시아

산림녹화 추진

몽골 그린벨트조성사업

기본계획('07)
　 　

❏ 주요 내용 　 　 　

① 동아시아 산림녹화의 추진

기반 마련
　 　 　

② 동북아 사막화 방지 사업

확대
　 　 　

③ 황폐 열대림 복원 협력

사업 확대
　 　 　

5-3. 해외 산림자원 개발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08)
　 　

❏ 주요 내용 　 　 　

①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추진
　 　 　

②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체계

확립
　

해외산림자원개발관

련법령제․개정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단」신설

　

③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제도

개선
　 　 　

④ 해외산림자원개발 R&D

강화
　 　 　

⑤ 해외산림 투자정보 제공

기반 구축
　 　 　

⑥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5-4. 글로벌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①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완화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강화

　 　 　

②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체제 구축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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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관련 국제회의 및 기구

유치 추진
　 　 　

6.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6-1.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 주요 내용 　 　 　

①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전방위 홍보 추진
　 　 　

② 산림청 고유의 창의적인

홍보방안 강구
　 　 　

③ 산림청 고유의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

‘기후변화와 산림’ 책자

발간(09)　
　

④ 자연휴양림을 기후변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⑤ 정책고객 및 여론선도층

대상 정보교류 강화
　 　 　

⑥ ‘숲사랑운동’전개 　 　 　

⑦ ‘기후변화 산림아카데미’

운영
　 　 　

6-2. 기후변화 대응

지방자치단체 파트너십 강화
　 　 　

❏ 주요 내용 　 　 　

① 기초자치단체장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개설·운영
　 　 　

②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산림부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③ 「녹색실천협약」(Green

Partnership)제도 운영
　 　 　

6-3. 개인 및 기업 참여 활성화 탄소중립의 숲 운영계획('08) 　 　

❏ 주요 내용 　 　 　

① 탄소중립의 숲(My Green)

프로그램 도입
　

「탄소중립의 숲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② 휴면 마일리지 등의 녹색

기부제(Green Donation) 도입
　 　 　

7. 온실가스 통계 인프라 구축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및

관리 규정(훈령) 제정

　

7-1. 산림 온실가스 통계체계

구축
　 　 　

❏ 주요 내용 　 　 　

① 온실가스 통계 추정 시스템

개발
　 　 　

② 온실가스통계 검증 시스템

개발
　 　 　

③ 온실가스통계 종합 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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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제품 탄소축적량

모니터링 체계 개발
　 　 　

7-2. 산림 통계관리의 선진화 　 　 　

❏ 주요 내용 　 　 　

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계 생산
　 　 　

② 산림통계의 신뢰성

확보방안
　 　 　

③ 산림통계 통합관리 포탈

시스템 구축
　 　 　

※ 지원 및 이행체계 구축 　 　 　

□ 종합대책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산림법령 정비
산림기본법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과

일관성유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
　

국가'기후변화대응기

금'을 산림부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전 직원 대응역량 강화
　 　 　

□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사. 소결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은 전통적인 주요 산림

정책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간벌을 포함한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병충해 방제, 산불 방지 등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산림정책이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을 지향하면서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산림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탄소 관련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산림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보 체계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촉진시키고 있

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시장에서 산림부문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가능성이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

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산림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은 산림부문의 국제 협력을 도

모하면서 한국 산림정책의 범위를 지구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의 양적, 질적 향상을 지

향하면서 산림부문의 사회적 역할 및 영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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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있다. 기

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고, 제시된 정책들을 수

정·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내 법률 및 규칙이 제안된 기

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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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법령

기후변화와 산림과 관련이 있는 국내 법령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산림법령과 비

산림법령을 구분하여 기후변화와 산림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가. 산림 법령

1) 검토 대상 법령

§ 산림기본법 (법률 제9723호)[2001년 5월 24일 제정, 2009년 5월 27일 일부 개정]

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87호)[2001년 12월 31일 제정, 2008년 10월 20일

타법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 [2005년 8월 4일 제정,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2010년 4월 12일 타법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년 7월 21일 일부 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8호)

(2010년 8월 5일 일부 개정)

§ 산림보호법 (법률 제10250호) [2005년 8월 4일 제정,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2010년

4월 12일 타법개정]

§ 산지관리법 (법률 제10331호) [2010년 5월 31일 일부개정]

§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 (산림청 훈령 제1047호) [2010년 4월 22일 제정]

2)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항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평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산림기본법』제 13조에 따르면

산림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해

야 하는데, 『산림기본법 시행령』제 11조에서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

여도”를 산림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기준 7개 중 하나의 주요 항목으로 명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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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

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기본법>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

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나) 녹색자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절은 산림환경기능을 증진하고 해외

산림자원조성사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의

설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60조 2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 분야 탄소

배출 저감 관련 사업 및 활동”은 녹색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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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출연김)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

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

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녹색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법 제63

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

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② 법 제58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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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해 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분야 탄소배출 저감 관련 사업 및 활

동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

제4조(운영주체별 역할 분담)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주체별 역할

• 산림청장 : 산림탄소상쇄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동 담당

• 국립산림과학원장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발 및 이산화탄소 흡수·배출 계수 등

에 관한 연구 담당

• 산림탄소상쇄센터장 : 실제적 제도 운영 담당, 제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에서 담당

• 시범검증기관 : 문서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가 및 사업실

적·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 담당. 시범운영기간 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

서 담당.

제5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제2장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제6조(사업 요건) 2005년 12월 31일 당시부터 사업 시작 전까지 성숙시 잠재 최소수

다) 산림탄소상쇄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운영주

체별 역할,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사업검증 및 인증서 발

급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후 산림탄소상

쇄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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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5m인 수목의 수관 울폐도가 10%이하의 토지에 추가 식재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저장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수목 식재 및 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제7조(사업신청) 산림탄소상쇄센터장에게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산림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산림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제8조(사업타당성 평가 및 등록) 시범검증기관은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평

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며, 센터장은 평가보고서 검토 후 결과를 신

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함.

제9조(등록증 발급 및 관리) 센터장은 등록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사업추진관련 정보

를 온라인에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제3장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제11조(사업실행 및 결과보고) 사업자는 사업실행 후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

터장에게 제출함

제12조(모니터링) 사업 착수 후 2년, 5년, 이후 5년마다 사업추진상황, 이산화탄소 흡

수·배출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함.

제4장 사업검증 및 인증서 발급

제14조(사업검증) 시범검증기관을 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등

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함.

제15조(이산화탄소 흡수량 인증) 인증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 모니

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의 서면 검토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에 대한 인

증을 심의함.

제16조(인증결과 통보 및 관리) 센터장은 제15조의 인증결과에 따라 이산화탄소 순흡

수량을 기재한 산림탄소상쇄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실적을 관리함.

제5장 기타

제17조(정보공개) 센터장은 등록사업 목록 및 산림탄소상쇄인증서 발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며,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의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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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

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 기

능에 맞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해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야 함.

제18조(비용지원) 산림청장은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등록, 타당성 평가, 모니터링,

검증 등의 비용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제19조(사업실적 보고) 센터장은 산림탄소상쇄 시범운영실적을 매반기말까지 산림청

장에게 제출함

제21조(세부관리지침 등) 센터장은 산림청장과 협의 하에 인증위원회 운영 및 사업관

리지침,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시범검증기관 또한 산림청장과 협의 하에 효율적 검증을 위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1일까지로 함.

3)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

가) 산림의 기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의 기능을 총 6가지로 구분하

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변화 적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임업생산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원 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의 기능 모두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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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나) 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

림소유자의 숲가꾸기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탄소흡수원 확대와

유지 전략 중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 증진 전략은 숲가꾸기, 수종갱신, 임도 설치 등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 흡수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에 대한 재정적 지

원은 기존의 숲가꾸기에 대한 비용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탄소흡수원 확대

와 유지를 위한 숲가꾸기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 및

교육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林木)의 성장단계

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다) 산지관리

① 산지관리계획

산림청장은 산지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

청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산지관리 목표과 기본방향, 산지

의 보전 및 이용,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해야 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지가 관리되어야 한다. 여

기에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하나로 인정하고, 온실가

스 흡수 기능 유지와 확대 정책이 산리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지의 현황과 이용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산지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산지조사와 산지

관리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산지전용 현황 및 산지 이용 패턴을 밝힘으로써 산지전용

방지정책 관련 내용을 산지관리계획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

지는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공익용 산지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관리와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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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

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

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

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산지 현황의 현저한 변

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다만,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

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도시계획 등을 수립하

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지역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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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林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

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

33조에 따른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산지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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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대책 7대전략 중 하나인 탄소흡수원 확대, 유지를 위해 ‘유

휴토지 등 신규조림’이 하나의 실천과제로 제시되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산림청이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게 비용

을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나무심기 활동을 위한 묘목과 비료 지원을 명

시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등기 또

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조림 및 숲가

꾸기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 산림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

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

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

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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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라)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향후 10

년간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과 사유림 소유자가 향후 10년간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하여 인가받을 경우,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

아베기 등 숲가꾸기,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산림탄소흡수원 확대 및 유지를 위해서 산림경영계

획에 산림탄소흡수원 확대 및 유지와 관련이 있는 사항(예: 조림 수종의 선택, 숲가

꾸기와 벌채의 시기와 양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

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

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

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

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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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②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

영에 필요한 사항

③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이 정한다.

마) 도시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절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

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청이 작성한 기본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

다. 기본계획에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

본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

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구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에 대한 적응)

§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열섬효과 완화

§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

한 수종 및 식재지역 선택

§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 기후 조절을 위한 도시림등의 보호

및 관리

§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탄소흡수원으

로서의 도시림 유리 및 확대

§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에 대비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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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

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

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

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

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

시림 관리

§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가로수의 수종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산림청은 도시림등 조

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문, 홍보,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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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

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

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

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

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

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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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識)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

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바) 산림자원 조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는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본 조항은 산림청이 제시한 기

후변화 대응 추진전략인 온실가스 흡수원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가 된다.

또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과

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사) 목재이용증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는 산림청이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산림청의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에서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전략(추진전략 2)으로서 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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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이용을 통해 산림에 저장된 탄소를 지속적으로 격리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

다.[전문개정 2007.12.21]

나. 비산림 법령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안 제정 이유관련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다수 부처에서 개

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

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

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창출하고,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

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3일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

년 4월 13일에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9931호, 2010년 1월 13일 제정, 2010년 4월 14일 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4호, 2010년 4월 13일 제정, 2010년 4월 14일 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1호, 2004년 12월 31일 제정,

2010년 1월 13일 타법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89호, 1992년 12월 8일 제

정, 2010년 7월 23일 타법개정)

가) 산림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

(1)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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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

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

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산림

2.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폐기물

4. 국토해양부장관: 건물·교통

한 내용으로 산림 부문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산림자

원의 조사와 정보화 관련 조항들(제32, 33조)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기업경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는 정부가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을 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으로 인정

하고 정부가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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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

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

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

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

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

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

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영향평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에 미

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4)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1조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 경제, 사회 발전이 조화

를 이루는 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녹지를 확충하고 광역 생태축을 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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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

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

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2.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3.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4.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5.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6.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

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

에 조성하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

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

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제55조에 따르면 목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확

대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은 제5장을 ‘상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24조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

식으로 자발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 배출권 상쇄로 인정하고 있

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배출권도 인정된다. 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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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증 유효기간은 7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지만, 산림분야의 흡수원 과련

사업의 배출권 인증 유효기간은 20년이고 연장이 불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제25조(상쇄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이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측정․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 및 국외 인정한도까지 배출권의 상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권을 포함할 수 있다.

1. 배출량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 법에서 적용받는 할당 대상업체의 평균적인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을 것

2. 배출권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배출권의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 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7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고, 산림분야의 흡수원 관련 사업의 배출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20년이며 연장

할 수 없다.

나) 산림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

(1) 친환경 상품으로서 목제품 구매 촉진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서 친환경상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녹색제품이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제8조), 구

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공표해야 한다(제9조). 친환경

상푸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환경

부로부터) 환경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16조). 또한 정부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거

하면, 환경인증을 받거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목제품은 친환경상품으로서

구매 촉진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부는 친환경상품으로서 목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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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1, 2009.4.1, 2010.1.13>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

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

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

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

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

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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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제정일 번호 산림 관련 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2010.02.10

조례

제 888호

제15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

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2009.04.06

조례

제 863호

제16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구

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2010.01.18

조례

제 4380호

제20조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① 시 및 자치군·구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시 및 자치군·구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표 2]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산림관련 조항

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 폐목 재활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시행령 제18조에 따르

면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제품은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이다.

2) 기후변화 대응 조례

2008년 11월 대전광역시 서구를 시작으로 도, 시․군,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0년

10월 현재 총 1개 도(강원도), 4개 시(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목포시), 1개

군(전남 신안군), 5개 구(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전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공표하였

다. 각 조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

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

단체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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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 및 자치군·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조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2009.11.16

조례

제3757호

제17조(벽면 녹화 등) 시장은　건축물 등 일

체의 공작물의 벽면 및 옥상 또는 주변 녹

화에 노력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여야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2009.09.30

조례

제 567호

제19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기능 강화와 산림 등에

의한 탄소순환 시스템의 확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

조례

2008.11.11 제 953호

제14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와 산림 등에 의

한 탄소순환 시스템의 확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2009.04.09

조례

제 2834호

제20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시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산림 등

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와 산림 등에 의한

탄소순환 시스템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2008.12.29

조례

제 3306호

제13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① 도지

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

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산림

등에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목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2009.12.28

조례 제

2611호

제18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시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확충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남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2009.08.06
조례

제 1672호

제16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군수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위하여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기능 강화와 산림 등에

의한 탄소 순환체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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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았다. 산림 관련 법률에

서 부분적으로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

11조는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를 산림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기

준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2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분야 탄소 배출 저감 관련 사업

및 활동을 녹색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산림관리를 유도한다. 산림자

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게 비

용을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나무심기 활동을 위한 묘목과 비료를 지원

함으로써 탄소흡수원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한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는 산림부문의 정보 및 통계 구축 및 관리를 요구한다. 이

와 같은 법률은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의 하나인 온실가스 통계 인프라 구축

전략 실행을 뒷받침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서는 기업의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은 활동에 대

한 성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산

림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은 산림분야의 흡수원 관련 사업의 배출

권이 유효기간을 제시하면서 산림부문 상쇄사업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부문은 산림

탄소상쇄 시범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준

비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의 연계

될 수 있도록 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될 법안은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었을 때 산림부문이 산림탄소상쇄사업

과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시키는 법률 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은 전통적인

산림정책의 다양한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수립 및 시

행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경영계획, 도시림 조성 및

관리, 목재이용 등과 관련된 기존 법률이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을 포함할 수 있

도록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 43 -

제3장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해외 법제도 분석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는 뉴질랜드, 일본, 미국의 기후변화와 산림관련 정책을 간략히 기술하고 법제를 정

리하였다. 법이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의 특성을 기술하고, 제도의 주체와 그들의 역

할,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관련 활동 유형을 비교하였다.

1.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2008년 1월 1일부터 규제 시장에서 산림탄소배출

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뉴질랜드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약 23%

가 고정배출원 분야, 5.6%가 산업공정분야, 49%가 농업분야로부터 기인한다. 반면

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2%를 산림이 흡수하기 때문에 산림분야가 온실가스배출

량 감축에 크게 기여한다(김의경 외, 2008). 따라서 뉴질랜드 농림부는 영구적 산림

탄소고정 이니셔티브, 동부해안 임업 프로젝트, 신규조림 보조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자생수종임업단위 등 다양한 임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기

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NZ ETS)는 재정부가

전체적인 할당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농림부가 산림부문을 관할한다. NZ ETS는

국제 교토시장과 연계되어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지속가능한 조림사업들의

경우에도 교토 탄소 유닛을 발행하므로 뉴질랜드 국내에서 발생하는 탄소유닛을 국

제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뉴질랜드 기후변화와 산림관련 법은 아래와 같다. 공공 법률(Public Act)로서 기후

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이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뉴질랜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NZ ETS)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

함하면서 거래제에 참여하는 주요 산업으로 임업활동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규칙들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칙들은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 기후변화대응법 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영구적 산림탄소 고정에 관한 규칙 2007

[Forests (Permanent Forest Sink) Regulation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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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임업부문) 규칙 2008

[Climate Change (Forestry Sector) Regulations 2008]

가. 기후변화대응법 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2002 No. 40)]

뉴질랜드 기후변화대응법은 2002년 11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상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뉴질랜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NZ ETS) 조성, 운영을 뒷받침한다.3)

이 법안은 여러 차례 개정법4)에 따라 수정․보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2

월 8일까지 수정된 법안을 분석하였다. 법의 소관 부처는 환경부이다. 법문은 총 6

부로 구성된다; 제 1부 총칙, 제2부 제도적 배치, 제3부 통계소, 제4부 뉴질랜드 온

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 5부 부문별 상세 조항, 제 6부 기타. 제4, 5부는 기후변화

대응 (배출권 거래제) 개정 법 2009, 제50조에 따라 2008년 9월 26일에 추가로 법문

에 삽입되었다. 제5부 제1절(Subpart)은 임업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뉴질랜드는 산림전용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인정하고, 산림전용에 대한 의

무를 지우는 체제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법률은 이러한 체제 이행에 기반이 되는

개념 정의와 요구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본 법률은 벌채 후 4, 10, 20년 후 토

지의 수목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전용으로 인정되는 산림의 정의를 제기하고,

pre-1990 산림과 post-1989 산림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해 각각 다른

참여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Pre-1990 산림과 post-1990 산림5)

- Pre-1990 산림

: 1989년 12월 31일에 산림이었고, 2007년 12월 31일에도 여전히 산림으로 남아있

으면서 외래종으로 구성된 산림

- post-1989 산림

: 1989년 12월 31일에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

1989년 12월 31일에는 산림이었으나 199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용도로 전용된 산림

3) Section 3(1)

4) Climate Change Response Amendment Act 2006 ,No 59(2006년 11월 13일), Climate Change Response 

(Emissions Trading) Amendment Act 2008, No 85(2008년 9월 25일), Climate Change Response 

(Moderated Emissions Trading) Amendment Act 2009, No 57(2009년), Climate Change Response 

(Emissions Trading Forestry Sector) Amendment Act 2009, No 19 (2009년 6월 30일).

5) 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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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법 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2002 No. 40)

소관부처: 환경부

제1부 총칙

법률의 개시, 목적 등 본 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본 법에서 다루

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다.

제2부 제도적 배치

등록소를 총괄하고 배출권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무부를 지정하

였다. 재무부는 계좌와 배출권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등록소는 이 지침에 따라

등록에 대한 임무를 책임진다. 등록 형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3부 통계소(Inventory Agency)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통계소의 역할을 명시

하였다. 또한 통계소를 포함하여 각 부처 관계자들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과 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에 대한 감찰자의 권한을 명

시하였다. 통계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4부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NZ ETS)

NZ ETS에 참여하는 참여주체들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 법적 책임, 보상 등을

명시하였다. 배출권 발행과 할당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핵심 실행기관의 역할,

검증, 조사에 대한 사항, 배출권 인정과 반환 관련 사항, 법적 책임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시하였다.

주제 조항 번호 내용

일반 179 산림전용으로 간주되는 산림

Pre-1990 산림 180-186
참여자, 참여 예외 (50ha 이하 산림, 잡목림 제거 활동),

참여방법(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Post-1989산림 187-194
참여자 등록, 배출권 환원(emissions return), 유닛 이양

(surrender of units), 이익 양도, 임분 상태에 대한 정보

Pre-1990 산림과

post-1989 산림
195 임분상태에 대한 공지

과도기적 조항 196-197 Pre-1990 산림과 post-1989 산림에 대한 초기 배출권 상환

[표 3] 기후변화대응법 내 산림부문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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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부문별 상세 조항

임업, 유동성 화석 연료, 비유동성 에너지, 농업 부문에 관한 상세 조항을 기술하

였다.

임업부문

    179

‣ 다음의 경우를 일컬어, 본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전용된 산림이라 칭한다.

- 산림이 개벌된 후 4년이 지났으나 조림이나 자연발생적으로 1ha 당 최소

500그루 이상의 수목이 형성되지 않은 곳

- 개벌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외래 산림수종이 우점을 이루고 있으나 5m

수고의 수목들에 의해 1ha 당 최소 30%의 울폐도를 갖지 못하는 곳

- 개벌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토착 산림수종이 우점을 이루고 있으나 5m

수고의 수목들에 의해 1ha 당 최소 30%의 울폐도를 갖지 못하는 곳

180 : 산림전용에 대한 의무가 있는 참여자(Participant)

‣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NZ ETS에 진입한 후 5년 내에 2 ha 이상의

pre-1990 산림이 파괴되었다면 이를 ‘pre-1990 산림을 감소시킨 활동’ 으로

규정하고 산림소유주를 그 감소주체로 규정한다.

181

‣ pre-1990 산림에서 산림전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간주되면, 시점 상

산림정용과정에서 1ha가 감소되는 날짜에 산림소유주는 산림전용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183

‣ 2007년 9월 1일에 50ha 이하의 pre-1990 산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전용에 의한 의무부담을 면제받는다.

184

‣ 잡목제거는 pre-1990 산림전용에서 제외된다.

185

‣ pre-1990 산림에서의 위 면제규정들은 소유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86

‣ pre-1990 산림이 전용되면서 8년 또는 그보다 어린 나무가 벌채되었다면, 9년

전 대상지로부터 벌채된 우점종의 가장 오래된 나무의 수령으로 배출량을

계산하여 유닛을 이양한다.

187

‣ post-1989 산림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문서화된 임업권(forestry right)이나

임대계약서(registered lease)를 보유해야 NZ ETS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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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산림 소유주는 전체 post-1989 산림 중 어떤 지역을 탄소계정지역으로

참여시킬지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6부 기타

영구적 산림 탄소 고정에 관한 규칙

Forests (Permanent Forest Sink) Regulations 2007

1 법명

2 시행

3 해석(정의)

4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 협약에 들어가기 위한 신청

5 정부의 추가 정보 요청

6 특정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정부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협약을 추진할 것

이다.

7 흡수원으로서의 제한된 산림 지역 내에서의 벌채

8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벌채 행위에 대한 정부의 승인

9 벌채 위법에 대한 민사상 처벌의 필요

10 산주의 유닛 이양 요청

11 유닛 이양의 형태

12 기록 보관의 필요

13 정부에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하는 정보

14 세금, 요금 및 부과금

15 GST(물품․용역 소비세)를 제외한 세금, 요금 및 부과금

16 제외와 포기

17 형식

나. 영구적 산림 탄소 고정에 관한 규칙

뉴질랜드 정부는 지속가능 임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영구적 산림 탄소고정 이니셔

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산주가 영구적인 산림을 조성하거나 목재 생

산을 위한 인공조림의 경우 벌기령을 50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발행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제가 바로 ‘영구적 산

림 탄소 고정 규칙’이다. 기후변화대응법 2002가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에서 산림

탄소고정계약에 관한 내용이 영구적 산림탄소 규칙으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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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고정협약 신청＞

§ 산주는 사무국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후, 정부기관에

산림탄소고정협약을 신청해야 한다.

§ 신청서에는 산림 탄소 고정 계획이 첨부되어야 하고, 해당 토지가 교토협약에

서의 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50ha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공간

data file/ 50ha 미만의 지역에 대해서는 GPS 분석으로 추출된 좌표정보가 필

요하다. 해당 수수료, 요금, 부과세와 등록할 산주의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좌표정보가 New Zealand Map Grid projection에서 사용되는 체계에서인지,

New Zealand Transverse Mercator projection 인지 명시해야한다.

＜유닛의 신청 및 양도＞

§ 1차 이행 기간동안 흡수원인 산림으로 인해 탄소저장량이 증가한 경우 산주는

일정량의 유닛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산주는 1차 이행 기간의 유닛을 할당 받기

위해, 매 년 1회의 유닛을 요청할 수 있는데, 2009년 1월 1일 부로 유닛 할당을

요청할 수 있고 2013년 3월 31일까지 유닛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산주가 부득이하게 정부에게 유닛을 양도할 수밖에 없다면, 유닛은 그 자체로

만 존재하며 산주의 등록 계좌로부터 이양된다.

§ 정부는 그 재량에 따라, 산주가 이양해야 하는 유닛만큼의 해당하는 금액(NZD)

을 받는다.

§ 산주는 탄소저장량 증가에 따른 유닛을 1차 이행기간 이후에 받는다.

§ 산주에게 부여될 유닛의 특정 형태를 정하기 이전에, 정부는 반드시 산주와 협

의를 거친다.

§ 정부가 산림탄소고정협약을 산주와 체결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유닛의 이양과

양도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산림탄소고정 지역 산주가 보관해야 할 자료＞

§ 산림저장으로 발생되는 모든 탄소의 저장량: 기초 자료, 통계적 분석, 자료분

석방법, 산림목록 구성방법,

§ 지역 내에서의 벌채,

§ 산림탄소고정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변화

§ 산림탄소고정협약과 관련되어 요구된 모든 기록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할 정보＞

§ 소유권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

본 규칙에 따르면 산주가 탄소 고정 협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칙은 산주의 유닛의 양도 요청, 산주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산주

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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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주를 대표하는 개인의 세부 사항

§ 산림탄소고정지역의 부근에 대한 세부사항

§ 산림탄소고정 협약에 관련하여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벌목 위반에 대한 형벌＞

§ 벌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누구나 (민사상)처벌을 받는다.

- 벌채된 산림 흡수량 만큼에 해당하는 유닛

- 추가 유닛 : 협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위반행위가 발생된 시점까

지의 기간 동안 위법으로 벌채된 몫의 탄소흡수량의 연 증가

율에 따라 산정된 추가적 유닛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산주에게 관련한 정보를 요청한다.

§ 요구한 정보들을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산주의 경우 신청을 소멸한다

§ 자연재해로부터 산림탄소고정협약 지역 내 입목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또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벌채 행위를 승인

한다. 산주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유닛을 할당받을 수 있다고 평가될 때, 사

무국은 산주의 등록된 계좌로 유닛을 양도한다.

기후변화 (임업부문) 규칙 2008

(Climate Change (Forestry Sector) Regulations 2008)

1 법명

2 개시

3 적용

일반 조항

4 해석(정의)

5 원형(Rounding)

다. 기후변화 (임업부문) 규칙 2008

기후변화 (임업부문) 규칙 2008은 pre-1990 산림과 post-1989 산림 대상 참여자들

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본 규칙은 산림전용에

대한 배출권 계산방법과 배출권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과, 세금 및 요금, 산림 상태

에 대한 통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산림 소유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규칙은 다양한 표, 공식, 예시

를 통해 참여 절차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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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pping information

7 Chief executive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한다.

8 세금 및 요금

9 시간당 비용발생률

10 산림의 상태에 관한 통지

11 산림의 상태에 관한 통지의 기록 등록

12 통지의 취하

13 section 183에 따른 1990년 이전의 산림지역의 예외조항에 대한 적용

Pre-1990 산림지역 참여자

14 Pre-1990 산림지역 참여자에 의한 정보 수집

15 Pre-1990 산림지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배출권 계산 방법

16 Schedule 4의 적용표를 위한 규정

17 Pre-1990 산림지역의 산림전용에 대한 배출권 반환

Post-1989산림지역 참여자

18 Post-1989 산림지역을 위한 Mapping information

19 Post-1989 산림지역 참여자에 의한 정보 수집

20 Post-1989 산림지역 참여자에 의한 탄소 저장량 변화 계산

A 다른 탄소 계수 지역으로부터 Post-1989 산림지역으로 탄소 계수 지역이 구성되어

질 때 탄소 저장량 변화의 계산

21 탄소 저장량의 계산

22 Schedule 6의 적용표를 위한 규정

라. 소결

뉴질랜드는 정부가 pre-1990 산림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유닛을 할당하면서 산림

탄소배출권시장이 형성되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으로 법과 규칙을 제정하였다. 뉴질랜드 기후변

화대응법 2002는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산림전용 방지와 산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주요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명시하였

다. 법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림을 구분하고 산림탄소배출권 시장 제도의 골

격을 제시한다. 법이 담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칙을 통해 제시하였

다. 영구적 산림 탄소 고정에 관한 규칙 2007과 기후변화 (임엄부문) 규칙 2008은

산림탄소배출권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배출뤈

거래제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및 자료 목록, 탄소 배출량 및 탄소저장량 계산

방법 등이 다양한 표와 예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뉴질랜드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법과 규칙의 핵심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림소유자들의 역할과 위무

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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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은 비록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지만, 탄소시장 구축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2003년에 개장한 시카고 기후거래소는 총량규제방식의 자발적 배출권

거래소로서 일반배출권거래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을 포함한 탄소상쇄사업의 승인과

탄소상쇄배출권 거래도 하고 있다.

가. 청정에너지안보법(안)

여러 차례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기후법은 없다. 본 장

에서는 청정에너지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Waxman-Markey Bill)을 분석하였다. 동법은 미국정부의 온실가스규제 연방법률의

모델로서, 현재로서는 동 법안이 수정․보완된 형태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

다(이재협 2009a). 동법은 2009년 6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가까스로 가결되었다. 동법은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헨리 왁스먼과 그

위원회의 에너지환경부과 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가 2009년 3월 31일에 발의한 법

안으로 4월 20일 청문회를 시작으로 하원에서 찬반 및 수정 논쟁과 검토가 진행되

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5월 21일 이 법을 33대 25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

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0% 이상을 감축목표로 상

정하였으나, 미국 청청에너지안보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기준

으로 2012년까지 3%,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로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기후변화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쇄를 온실가스감축방안으

로 명시하고 있고, 국제적 상쇄 크레딧의 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목재이용,

산림탄소상쇄에 관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임업분야의 탄소상쇄는 하나의 장

을 차지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의 구조]

제1장 청정에너지

제2장 에너지 효율

제3장 지구온난화 오염 저감

제4장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제5장 농업 및 임업 분야의 탄소상쇄

1)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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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정에너지

218항. 인증 스토브 시스템(Certified stove system)

(a) 정의

(1) 기관: 기관은 환경청을 의미한다.

(2) 목재 스토브 및 펠릿 스토브란 목재나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스토브를 말한다.

(3) 인증 스토브(CERTIFIED STOVE)란 주거 목재 난방 기준 상의 목재 스토브 또는

펠릿 스토브로 환경청장이 인증한다.

(4) 적용 대상: 중앙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 알라스카 원주민, 에너지 효율과 대

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b) 프로그램 수립 - 환경청장은 기준 미달인 목재 및 펠릿 스토브 교체를 지원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 본 법의 시행일 이후로 미국 내 인증 목재 및 펠릿 스토브 판매를 촉진하고,

(2)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체된 스토브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되, 대신 폐기처

분하거나 최대한 재활용함

(3) 인증 스토브의 교체 설치 및 환기장치, 열기 송관, 굴뚝 등 관련 부품 수리/

교체에 필요한 자금 지원

(4) 기존의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

(5) 1990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스토브 우선 교체

(c) 규정: 청장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d) 재정: 회계연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00만 달러 배정

(재정 분배- 25%: 인디언 부족, 3%: 알라스카 원주민, 72% 국내 전반)

제1장 ‘청정에너지’에서 국유지와 공유지의 간벌수확 목재, 예방 처리(예: 병해충 감

소) 부산물, 목재․펄프․종이 생산 시설로부터 발생된 잔여물 또는 부산물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218항은 인증 스토브(certified stove) 프로그램 촉진

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증 스토브란 새로운 주거 목재 난방 기준을 충족시

키는 목재 또는 펠릿 스토브이다. 환경청장은 기준 미달인 목재 및 펠릿 스토브 교

체를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증 스토브 시스템 구축은 인증 스토브 판매를 촉

진함으로써 스토브의 연료가 되는 목재, 펠릿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산림탄소상쇄

상쇄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지만, 총량배출권체제 밖에서의 감축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측정, 검증 등

집행상의 문제가 뒤따른다(이재협 2009a). 이 법안은 임업과 농업부문 상쇄 관련 내

용을 별도로 하나의 장(제5장)으로 구성할 정도로, 산림부문 탄소저장 프로젝트를

주요한 감축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상쇄 기본 감독기관은 환경청이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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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구온난화 오염 저감

D조: 상쇄프로그램

독립적인 상쇄자문위원회 조직

741항. 환경적 고려사항

§ 산림이나 기타 토지 경영 관련한 상쇄프로젝트를 추가할 때, 청장은 해당 프

내 산림 및 농업 관련 상쇄 프로젝트는 농무부 장관이 관할한다. 법률이 담고 있는

농무부 장관의 역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농무부 장관의 역할>

- 활동 베이스라인 설정 및 추가성 정의에 대한 시행 유형 규정 마련

- 잠재적 누출 방지를 위한 시행 유형 규정 마련

- 제3자 검증 요청 규정 마련

- 상쇄프로젝트 개발자에게 기금을 통한 기술적 지원 제공

- 상쇄프로젝트 계획 승인 규정 마련

- 상쇄프로젝트 시행 인증서에 대한 규정 마련

- 보고 및 기록 유지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마련 및 감독 수행.

상쇄 크레딧 관련 규칙제정, 상쇄 프로그램 대상 프로젝트 및 방법론 선정은 환경

청의 업무이지만, 임업과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농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총 9

인으로 구성된 ‘미국 농무부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격리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미국 내 농업 및 산림 관련 상쇄 프로젝트를 심사한다.

이와 같은 위원회는 상쇄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전문가로 구성된 상쇄관련 독립자문기관인 ‘상쇄건전성 자문위원회(Offset

Integrity Advisory Board)’와 별도로 산림 및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만들

어진 자문기관이다. 또한 국내 임업 상쇄 프로젝트는 농무부가 관할하지만, 개도국

의 탄소 배출 감축, 포집 및 저장 관련된 사업은 환경보호청이 국무부와 국제개발

청과 협의하여 국제 상쇄 크레딧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의무 이행을 위한 탄소 상쇄 활용 범위, 국내/국제 탄소 상쇄량을 제한

하고 있다. 상쇄 감축 총량은 매년 20억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상쇄제도는 국외

상쇄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면서 국내제도와 국외제도를 연계시키고 있다. 법안에서

미국 내 상쇄의 자국 감축량과 타국에서의 감축량 비율은 1:1로 상정하고,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사업을 상쇄 프로젝트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탄소상

쇄 크레딧이 부족할 경우 75%까지 국외 탄소상쇄 크레딧으로 보충할 수 있다. 열대

국가의 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감축은 2012-2015년간 총 배출권의 5%, 2026-2030년

간 총 배출권의 3%, 2031년 이후 총 배출권의 2%를 할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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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서 선택할 수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자생종 우선, 생물다양성 증가, 유해잡초나 외래종의 사용 금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분야 프로젝트

743항. 국제 상쇄 크레딧

§ 환경청장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근거하여 국제상쇄크레딧

을 발행한다.

§ 산림전용 방지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 하에서만 국

제 상쇄 크레딧을 발행한다.

- 본 조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국가에서의 활동

- 국제상쇄크레딧의 양

§ 국내 산림전용 베이스라인 지정

§ 산림전용 방지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국제 상쇄 크레딧을 발행한다.

E조-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부가적(Supplemental) 탄소 배출 감축

751항. 정의

§ 누출 방지 활동 :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습지나 이탄지(peatland) 등을 포함한 산림

에 축적된 탄소의 누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활동

§ 국내 산림전용 방지 활동 :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754항(d)(1)과 (2)에 의해 설정된 국내산림전용 베이스

라인에 따라 실제 배출된 양을 측정

752항.

§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지원활동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한 활동임.

§ 산림전용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전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함

§ 최근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막지 않는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보다 적은 수준까지 제한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 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여타 배출감축원에 비하여 상당히

비용효과적임

§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지구적 노력과 더불어, 본 규정에 따른 지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적 공익, 산촌 주민들의 생계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환경·사회적 공

익을 가져다 줄 것임.

§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UNFCCC 당사국들은 지구온난화 완화 및

적응, 기술협력 지원에 대한 투자 및 재원(특히 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

능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개선의 측면) 관련 조항의 보다 강화된 행동규칙

을 정함.

753항. 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부가적 탄소 배출 감축

§ 목표 감축 이산화탄소량 지정

§ 개발도상국의 국제 상쇄 크레딧 참여 등 산림황폐화 방지 역량 구축

§ 산림탄소축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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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항. 국제 산림전용 방지 프로그램

§ 온실가스감축 시범사업을 포함한 국내 산지전용 방지 활동

§ 산지전용 측정 및 모니터링

§ 누출 방지 활동

§ 추가적 탄소배출 감축 수치화 및 상쇄 크레딧 발생을 위한 측정, 모니터링 역

량 개발

§ 산지전용 감축 및 불법 벌채 감축을 위한 관리 조직 개발

§ 산지전용 감축 및 산림 보존을 위한 조건 강화

§ 753항(b)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개선 인센티브 제공

§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 국제개발청과 협력

§ 메커니즘

- 환경청장의 프로젝트 개발/수행 및 배출 허용량 배포를 통한 지원

- 국제개발청장이 지정/수행한 활동에 대하여 환경청장은 배출 허용량을 배포하

여야 함

- 국제기관을 통한 수행

- 국무장관의 동의하에 다른 국가나 국제기관에 배출 허용량을 배포할 수 있음

제5장 농업 및 임업 분야의 탄소상쇄 (입법조사처 2009: 66-68)

○ 탄소 상쇄 사용에 대한 제한

▪ 제도적 차원 상쇄 제한

매년 20억톤의 탄소 상쇄까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적용대상의 상쇄 제한

적용 대상들은 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상쇄를 사용할 수 있음

상쇄 상한은 2013년에 대상 주체들 의무 이행의 30%까지, 2050년에 66%

▪ 국내/국제 탄소 상쇄의 제한

허용된 총 탄소 상쇄량 중 국내에서 절반, 해외에서 절반 확보할 수 있음

국내 상쇄분이 9억톤 미만일 경우 해외 비중을 높일 수 있음

○ 국내 농업과 입업 상쇄

▪ 농무부 장관이 국내 농업과 임업 상쇄 관할.

▪ 법안 발효 1년 이내 농무부장관은 국내 농업 및 임업부문 상쇄 프로그램을 마련해

야 함(나무심기는 상쇄 유형 중 하나임)

▪ 농무부는 상쇄의 유형이나 방식에 대한 규정 마련

(상쇄 효과, 제삼자 검증, 감사 기준 등)

▪ 농무부 장관은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참고

○ 국제 상쇄

▪ 국무부와 국제개발청이 협의하여 환경보호청이 개도국의 탄소 배출 감축, 포집 및

저장 관련된 사업을 기준으로 국제 상쇄 크레딧을 발부할 수 있음

▪ 대상 프로젝트: 상쇄 크레딧은 733항에 나온 사업을 기준으로 승인된 국제기구나 부

문별 크레딧 메커니즘 또는 국제 산림전용 방지 등을 통해 발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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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적응

제4장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안에 따르면 주정부 및 부족단위는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기후

변화 적응 계획에는 산림탄소흡수원 보호 및 증대를 포함하는 토지경영정책 변

경을 통한 탄소저감가능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53항). 대통령

은 법안 시행일로부터 최대 90일 내에 자연자원 기후변화 대응 패널(Natural

Resources Climate Change Adapataion Panel)을 구성해야 하는데, 산림청장 또

는 산림청 대표자는 패널 구성원에 해당한다(475항). 또한 연방수준에서 토지와

수자원 보전 기금의 1/6은 농무부장관에게 배정되어 토지 매입 및 토지 지분을

통한 주 정부 및 인디언 부족의 천연자원 적응 활동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산림청은 각 회계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펀드 중 8.1%를 산림청 관할구역

내의 국유림 및 국유초지 천연자원 적응 활동에 투자하도록 하고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에 따른 주정부 소유임지 및 사유림에서의 적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80항).

나. 소결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의 특징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탄

소상쇄제도를 기후변화 대응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상쇄제도에 대한 구조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쇄제도를 환경청이 관할하지만 산림

탄소상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농무부가 중심이 되어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을 작

성하고, 상쇄 유형이나 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상쇄건전성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미국 내 농업 및 산림 관련 상쇄 프로젝트를

심사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격리 자문위원회’를 독립적으

로 조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산림의

기능을 인정하고, 산림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수

립․운영하려는 정부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법제는 흡수원으로서의 산

림의 기능을 인정하고 산림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은 국내에서 국제 상쇄 크레딧을 발행하고, 국내 시

장에서의 국외 상쇄 크레딧 거래를 허용함으로 국내탄소시장과 국제탄소시장을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법안은 개도국의 산림전용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을 명시하면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에

서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사업을 통한 상쇄크레딧의 발행과 거래에 참

여하기 위한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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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은 정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상쇄제도의 수립․운영을 위한 환경보호청의 역할,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농무부의 역할, 국제 상쇄 크레딧 발행을 위한 국무부, 국제개발청의 역할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쇄제도 구축과 운영을 위해 각 부처별 업무

분담과 함께 부처 간 협력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서로 다른 부문간 협

력을 넘어서 서로 다른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나의 통합된 정책을 수

립하는 정책통합(Meijers and Stead 2004: 5) 수준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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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내 용

건전한 산림의 정비

육성림 전체 약1,160만 ha에 대하여 전국산림계획 및 동일

한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된 자역산림계획 등에 기초하여 다

양하고 건전한 산림정비를 전개

보안림 등의 적절한 관리

및 보전 추진

천연림 약 590만 ha를 포함하는 보안림 전체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부응하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등 양호한 관

리 및 보전의 실현을 목표

목재 및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추진

바람직한 산림 정비 확보는 근본적으로 순환형 사회의 형성

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등의 관점에서 산림 정비를 통해

공급되는 목재자원 이용을 촉진

국민이 참가하는 산림 조

성 등의 추진

보급 계발 및 광범위한 국민의 직접 참가에 의한 산림의 정

비 및 보전 활동 또는 산림환경교육을 추진

흡수량의 보고 및 검증체

제 강화

일본의 산림에 대하여 CO2흡수량 산정 방법의 개발을 추진

함과 동시에 산림 GIS의 도입을 촉진하고 산림자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모색

[표 4]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 대책의 목표 

3. 일본

일본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1차 의무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을 1990년 대비 6%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의

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을 추진하였다. 목표달성계획은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흡수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산림경영 등 산림흡수원

을 통한 목표치를 3.9%로 설정하였다. 2008년 제2차 목표달성계획에서 목표치가

3.8%로 수정되었으나, 일본은 여전히 산림활동에 크게 의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산림에서 1300만 탄소톤의 이산화탄소흡수량 확보를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기본 계획’에 기초하여 2002년에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흡수원 10개년 대책’을 수립하였다. 10개년 대책은 크게 다

섯 개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①건전한 산림의 정비, ②보안림 등의 적절한 관리

및 보전 추진, ③목재 및 목질바이오매스 이용 추진, ④국민이 참가하는 산림 조성

등의 추진, ⑤흡수량의 보고 및 검증체제 강화.

[출처: 노리유키 2010, 23]

일본의 탄소 상쇄는 법률이 아니라 2008년 2월 일본 환경성이 책정하여 공표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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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일본의 탄소상쇄 방안에 대하여’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2007년 9월 학계 전문가,

국제연합 환경계획과 금융이니셔티브 특별고문 등 전문가 8인으로 ‘탄소상쇄 방안

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2008년 1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침이

만들어졌다(노리유키 2010: 204). 지침은 탄소상쇄의 기본적인 요소와 유형, 온실가

스 배출 감축 노력을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 배출량 산정 방법, 탄소상쇄에 사용되

는 배출 감축 및 흡수량, 탄소상쇄 수속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 기후변화법으로서 1998년에 제정되어 2008년까지 개정된 지구온

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과 2010년에 제안된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법

(안)이 포함하고 있는 산림관련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산림과 관련

이 있는 타법을 검토하였다.

가.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6)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일본 기후법으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인

류 공통의 과제로 규정하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7)

동 법률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수립과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조장하고 있다. 법률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로 ‘지구온난화대책’이

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흡수 작용의 보전 및 강화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

모하기 위한 시책을 말한다.8) 이와 같은 정의는 동법률에서 온실가스 방출 억제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 작용의 보전 및 강화가 지구온난화대책의 주요한 축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법률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및 흡수작용의 보전·강

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9). 국가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및 감시를 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구온난화대책을 책정하고 실시

해야 한다. 온실가스 흡수 작용의 보전 및 강화 관련 지방공공단체 시책을 지원하

고,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언과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나아가 지구온난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해야 한다. 지방공공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및 흡수작용의 보전·강화를 위

한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자와 국민은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및 흡수작용의 보전·강

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일본 법문 한글 번역문 자료를 활용함

7)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8) 동법률 제2조 정의

9) 동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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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관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구온난화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안의 작성 및 실시와 장

기적인 지구온난화대책의 실행의 업무를 맡는다. 추진본부는 정부직속기관으로서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 환경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이

담당한다. 동법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대책을 보급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을 목

적으로 하는 비영리활동법인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

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는 전국센터(1개)와 지역센터(지역별 1개)로 구분되며, 전

국 및 지역 규모로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조사, 자료 분석, 정보 제공 등의 활동과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돕는다. 지역센터는 지방공공단체의

실행계획 달성을 돕고, 전국센터는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 및 기타 원조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지구온난화대책 추진활동

에 열의와 지식을 가지는 자를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0).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

고, 주민들에게 관련 활동에 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한다. 추진원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지구온난화방지 시책 실행에

협력한다.

법률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및 흡수작용의 보전·강화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조장한다. 지방공공단체는 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의 책정에 관

한 협의를 위해 ‘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1).

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지방공공단체,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지역 지구

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사업자,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

공단체, 도도부현센터,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사업자, 주민 등은 일상생활에 관

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및 흡수작용의 보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12). 이와 같은 협의회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의사소통 구조로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보여준

다.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 대응 국가 체제 구축을 위한 계

10) 제23조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11) 제20조의 4 [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협의회]

12) 제26조 [지구온난화대책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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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조직,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제2장에서 정부로 하여금 정

책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이 계획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조치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온실

가스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흡수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관한

핵심사항을 포함한다.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은 산림정비 등의 흡수원 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산림회복이나 배출삭감에 대한 ODA 등의 활용

도 포함하고 있다(츠네토시, 2008:234-235). 이와 같은 목표달성계획은 일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과 실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법률 제4장에 의하면, 정부의

목표달성계획에 따라 정부,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및 시정촌)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삭감 및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 조치에 관한 실행계획을 책정해야 한다. 실행계

획은 계획기간, 실행목표 및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지구온

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산림과 임업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산림과 도시지역 내 녹지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여타 계획들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을 보존하고 확대시킬 책무를 진다(가

토, 2010: 90). 지방공공단체는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작용의 보

전 및 강화를 위해 도시에서의 녹지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시책을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에 담아야 한다13).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에서 정해진 온실효과가스의 흡수량

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임업기본법(1964년 법률 제161호)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산림․임업기본계획 등 산림의 정비․보전 또는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의 추진에 관한 계획에 따라 온실효과 가스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를 꾀하도록 한

다.”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림 증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제6장에서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할당량

계좌부를 작성하고 산정할당량의 취득, 보유 및 이전을 이행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

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률은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하고 제

34조의 2에서 조림사업에 관련된 인증된 배출삭감량에 관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적 결정인 교토의정서 제12조 3(b)에 근거하여 신규

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에 대해 특정인증배출삭감량을 발행한다. 그러나 관련된 산

림의 소멸 시 특정인증배출삭감량을 보유한 계좌명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삭

감량과 동량의 산정할당량을 국가관리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은 조

13) 제20조의 3[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의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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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월 주요 내용

2002년 5월
교토의정서의 정확하고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의 책정, 계획 실시 추진에 필요한 체제 정비

2006년 6월
교토메커니즘에 의한 크레딧의 취득, 보유 및 이전의 기록을 하기 위

하여 할당량구좌부의 정비

2008년 3월

온실가스배출산정·보고·공표제도의 수정, 배출억제 등 지침의 산정, 국

민생활에서의 온실효과가스배출억제를 위한 노력 촉진, 지자치단체 실

행계획의 충실, 지구온난화 방지활동 추진원,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

활동추진센터, 신규조림·재조림 CDM사업에 따른 크레디트 보전절차

[표 5] 일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림사업을 통한 배출삭감량 발행의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임업부문의 기여를 명확히 보여줌과 동시에 특정인증배출삭걈량의 반환 절차를 기

술함으로써 임업부문의 리스크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부 (2008)]

나.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법(안)14)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법(안)은 이 법안은 국내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포함

한 시장경제체제의 이용을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는

동 법안의 시행일 1년 이내에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세제의 녹색

화를 촉구하는 이 법안은 2011년까지 도입을 목적으로 기후변화세의 도입을 위한

조기의 고려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처하

기 위한 모든 정책과 조치들은 저탄소 도시를 건설하고 녹색성장 촉진을 지향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이다. 기본법(안)은 지구

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를 명백히 함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구온난화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할 필요에 의해 제안되었다15). 기본법(안)

14)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일본 법문 한글 번역문 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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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온실가스의 흡수작용 보전·강화를 주요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

나 기본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도 지구온난화 대책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

에 관한 법률이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목표달성계획을 수립

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대책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온실가

스 배출량의 감축에 관한 중장기적 목표와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일본의 전략을 담고 있다.

기본법(안)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게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구온난화 적응에 관

한 시책 책정과 실시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흡수작용의

보전과 강화에 기여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과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에 관한

계약 추진 등 구체적인 지구온난화대책을 명시하였다.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사업

자와 국민의 협력도 요구하였다.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지구온난화

대책 관련 기관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안)에

서는 특별히 새로운 기관 및 조직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았다.

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비해 구체적인 지구온난화대

책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중장기적 목표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25%를 감축할 것을 명시하였다16).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기본 방침과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량에 관한 목표량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

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일본 내 배출권거래제도를

창설하고 지구온난화대책세를 신설한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

용을 촉진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메탄 및 아산화질소, 프레온류 등의 배출을 억제

하는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는 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관한 정

보를 공표하여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흡수 촉진 활동을 조장한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를 위해 삼림정비 및 보전, 녹지보전, 녹화와 같은 산림사

업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 그 밖에 동법률은 국가의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정부 시책을 구분하여 각 조에 담았다. 새로운 사업의 창출, 교육 및 학습의 진흥,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 국제적 협조,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조

15)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 제1조 [목적]

16)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 제10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중장기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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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연구, 지구온난화의 상황 등에 관한 관측,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조치 등

의 활동이 정부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기본법(안) 제33조는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정책형성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조례

1)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을 통해 기준연도 1990년의 총배출량의 3.8%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제1차 공약기간의 산림흡수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산

림시업 실시수준에 더해 추가적인 간벌을 촉진하고자 2008년에 ‘삼림간벌 등의 실

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년 법률 제32호)’을 제정하였다. 동법률은 지구온난

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면

서17) 2012년까지 집중적인 산림 간벌 또는 조림 사업 실시를 위하여 농림수산장관

이 기본 지침을 책정하고, 도도부현지사가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시정촌에서는 특정

간벌 등 촉진 계획을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8). 법률은 간벌 및 조림사업 촉진

을 위해 교부금 지급, 지방채의 특례, 삼림법의 벌채신고 특례 등의 혜택을 제안하

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지구온난화 대책 조례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수준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척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대

책에 관한 조례’를 조성하였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산림관련 조항들을 포

함하고 있다. 교토부와 와카야마현의 지구온난화방지 대책 조례는 사업자, 현 또는

부민 및 환경보전활동단체가 산림의 보전, 정비, 목재 이용 등에 힘쓰고, 자치단체

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후변화 대응 산림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오사카부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는 특정사업자(에너지 대량 소비 사업자)에게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과 보고서 제출

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중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감축대책의 하나로

17) 삼림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3

18) 삼림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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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노리유키, 2010: 257-258).

[교토부 지구온난화방지 대책 조례] 제52조

“사업자, 부민(府民)및 환경보전활동단체는, 삼림이 가진 온실가스의 흡수및 고정작용

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제휴 및 협동하여, 삼림의 적절한 보전 및 정

비와 부내(府內)생산된 목재와 그 외 삼림자원의 이용의 추진에 힘쓰는 것으로 한다.”

[와카야마현 지구온난화방지 대책 조례] 제22조

“1) 사업자, 현민 및 환경보전활동단체는, 제휴 및 협동하여, 삼림의 적절한 보전 및

정비와 키슈재19) 및, 그 외의 삼림자원의 이용과 추진에 힘쓰는 것으로 한다.

2) 현은, 삼림이 가진 온실가스의 흡수작용 및 고정작용에 관하여 사업자 및 현민

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정보제공과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쓰는 것으로

한다.”

라. 소결

일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과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법(안)은 온실

가스 방출 억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 작용의 보전 및 강화를 지구온난화대책

의 주요한 축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모든 시

책은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보전 및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은 지구온난화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지구온난화대책 추

진본부, 전국/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및 협의회(지방공공단체실행계

획협의회,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산림탄소

흡수원 기능 확대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

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산림·임업기본계획 등 산림의 정비·보전 또는 녹지

의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계획에 따라 온실효과 가스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

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과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법(안)

외 산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

림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간벌활동을 조장하고 조례를 통해 지구온

난화 대응 정책방안으로서 산림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구온난

19) 紀州材: 키슈재, 와카야마현 특산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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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책 조례는 산림활동을 통한 흡수량을 기업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유도·지원하고 있다.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일본 기

후변화 대응 산림사업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관계이다. 중

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업, 시민단체, 산주, 국민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

림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활발한 상호협력 체제의 근거가 바로

앞에서 기술된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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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흡수계에서의 배출권거래와 탄소상쇄 법리

- 산림 부분에서 임의시장과 상쇄권의 창설을 위한 이론적 고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표방한다. 우리나라 저탄소 정책은 아직까지 배출계와 관리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강행시장에서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체계에 머물러 있다. 온실가스 감축 국

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요한다. 이를 위

하여서는 흡수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비관리업체와 비영리기구(NPO) 등에

의한 임의시장이 열려야 한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외에 자발적 탄소상쇄 체계가

산림 부문에서 병행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

률안」과 짝을 이루면서 산림 부문의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국가산림탄소상쇄체

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리적 고찰이 필요하다.20)

1. 서 론

가. 개념정의

 탄소(CO2
)로 표상되는 온실가스21)를 저감하는 활동은 크게 사전감축과 사후의

배출권거래(ETS) 및 탄소상쇄[carbon offset 또는 탄소발자국지우기 carbon footprint

offset]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감축은 법률상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업체22)나 탄

소포인트제23)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정 등이 온실가스의 배출24) 자체를 줄이

20) 기후변화대응산림정책연구개발사업단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 심포지엄 『저탄소 녹색성장과 산림탄소배출권』(2010.10.6 : 서울 COAX)에서 발표

된 전재경의 “산림 탄소 배출권 법제”를 제목을 변경하여 전제한다. 이 글은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당위성과 독자성을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고찰한다.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최근의 법리적 고찰로서는 한국환경법학회 주최 법정책포럼『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법적 문제』(2010.1.19: 한국프레스센터) 및 녹색성장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2009.9.10: 전국은행연합회관)를 참조.

21)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

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9호).

22) “관리업체”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말한다(법 제42조제5항제1문). 정부는 “관리업

체”별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한다. 이 경우에 정부는 관

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42조제5항제2문). 관리업체는 해당 감축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42조제6항).

23) “탄소포인트제”란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Climate Change Action Program)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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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사전적 노력을 말하며, 배출권거래(ETS)는 개별 주체들이 사전감축 노력 이

후에 강제적 목표달성에 부족한 배출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시장을 통하여 배출

량을 거래하는 것이다. 탄소상쇄는 사전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온실가스를 사후에 자발적으로 흡수 고정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나. 탄소시장

  탄소상쇄의 개념과 범주는 적용규범과 운용시장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탄소저감을 강제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거나 자발적으로 의욕하는 기업 조

직 개인들은 각자가 처한 지위에 따라 시장을 선정한다. 사전적 저감활동으로 탄소

배출을 회피할 수 없을 때에는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강제이행시장이든 자발적 시장이든 상쇄(offset)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할당된 허용권(allowances: 예컨대 AAU)만을 운용하는 강제시장에서는

상쇄용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유연체제[CDM JI]가 추가된 강제시장에서

는 상쇄용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좁은 의미의” 탄소상쇄(carbon offset)는 강제시장

에서의 상쇄용 프로젝트 활동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발적 시장에서의 상쇄권

거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시장에서의 상쇄권[크레디

트]의 사용만을 의미한다[英國 탄소상쇄체계 참조].25) 탄소상쇄를 둘러싼 규범과 시

장의 범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근거로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96호 / 개정: 환경부고시 제2010-25호)을 참조.

2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

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

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법 제2조제10호).

25) 자연환경국민신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쇄 프로그램 운영제도 연구｣ (환경부 : 2010),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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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탄소시장과 탄소거래

유형
국제

배출권거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구속적

국제탄소거래

비구속적

탄소상쇄

근 거 교토의정서 실정법 계 약 공동체윤리

효 력 법적 구속력 법적 구속력 법적 구속력 비구속적

시 장 국제강제시장 국내강제시장 국제강제시장 국내자발시장

표 준 UNFCCC KS ISO

• ISO

• KS

• 사적표준

크레디트
• CDM

• J I

• 허용권

• 상쇄권

• 허용권

• 상쇄권

• 상쇄권

• 증여권

프로젝트

장 소
국제 국내 국 내 지역(region) 국 내

* 출 전: 자연환경국민신탁 2010, p.204

다. 규제의 범주

  영국의 경우에 시장과 공동체를 망라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거래’(trade)라

는 개념은 대략 4가지 범주를 형성한다.26) 첫째 범주는 유럽연합 중심의 강제적 규

제체계를 들 수 있다. 영국 저탄소 이행계획(LCTP)은 특히 전력 부문과 중공업 부

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2020년까지 2008년 수준의 22%를 삭감한다는 내용

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대책의 핵심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하한(declining limit) 내

지 총량(cap)을 설정하는 EU 배출권거래제(ETS)가 놓여 있다.27) EU-ETS는 강제적

규제체계로서 시장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6)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pp.91~92

27) 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2009), p.52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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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전: The CRC Energy Efficiency Scheme(CRC) User Guide(2010 UK)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는 배출권거래 체계외에 조세 체계를 통한 유인제도

가 작동된다. ‘기후변화약정’(Climate Change Agreements: CCAs)은 기후변화세와

병립적으로 도입되었다. 기후변화약정(CCA)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의하는 부문들에 대하여 세금에서 80%를

할인해 준다.28)

영국 정부는 2009년 10월 7일에 탄소감소실행(Carbon Reduction Commitment:

CRC)을 이행하기 위한 명령(the Order to Implement the Carbon Reduction

Commitment) 초안을 입법협의 절차에 부쳤다.「탄소감소실행령(CRCO)」(시행일

2010.4.1)은 기후변화약정(CCA)이나 EU-ETS에 의하여 이미 규제받고 있는 온실가

스 배출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29)

28)「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March 2006 (CM6764), p.48 section 21
29) ｢Consultation on the Draft Order to Implement the Carbon Reduction Commitment｣ : 

Government Response and Policy Decisions (7 October 2009: DECC), p.3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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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전: The CRC Energy Efficiency Scheme(CRC) User Guide(2010 UK)

  새로운 프로그램은 일정한 면제가 인정된다. 자사 배출량의 25% 이상을 기후변

화약정(CCA)에 의하여 규제받고 있는 조직들은 CRC 프로그램을 면제받는다.30)

CCA 프로그램이 설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면 CRC 프로그램은 사람 또는 조직

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용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환산하

는 구조를 취한다.31)

라. 국내법의 구조와 과제

  온실가스 배출권은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관리업체]들이 국내외 탄소시장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한다. 탄소상쇄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등 활동 주체가 직접 실행할 수도32) 있고,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개

인 등 활동 주체가 다른 주체 즉 ‘공여자’(provider)에게 상쇄활동을 의뢰할 수도33)

있다. 탄소상쇄 결과로 얻어지는 배출권[크레디트 단위 배출량]은 자기의 감축목표

를 이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감축목표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제 주체는 해당

30) Ibid., p.4
31) ｢The Carbon Reduction Commitment Order 2010｣, p.1 Summary of Main Points : 

C.Participation - the basis
32) 관리업체가 자기의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쇄하고도 남는 분량[잉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33) 법률상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관리업체’ 또는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에 임의의 기부금을 내고 국민신탁 등이 백두대간･DMZ･제주곶자왈 등에서 

조림･산림경영 등을 실시하여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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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배출권을 저축 신탁하거나 정부 또는 다른 주체들에게 기부할 수도 있다.

현행법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과 그 실적의 거래를 장려

하면서도34) 그 주체를 관리업체에 국한시킨다(법 제43조제1항). 물론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조기행동(법 제43조)의 촉진은 관리업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법 제43조는

관리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을 규정하였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46조)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법 제46조제2항).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일반을 실시하기 위한 시행법은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법 제46조제4항) 등을 규정하는 외에 법률상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관리업체 공공기관 NPO 내지 가정이나 개인들의 사전적 감

축노력이나 사후적 탄소상쇄 활동으로 생성되는 잉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가 대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될 수도 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은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여 거래 ‘이

전’ 단계 즉 배출권 생성 단계와 배출권 거래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한다. 온

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려는 “저탄소” 개념에는 ‘탄소흡수원 확충’(법 제2조

제1호)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산림자원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법 제2조제1호) 에너지원으로서

온실가스 사전감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를 사후에

고정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저탄소 대책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마. 국내 법집행 실태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는 시범단계에 진입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공

고 제2008-361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 구매 및 거래기준 을 개정하는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18호(2009.5.26)를 발하는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48호:2009.10.26)을 고시하였다.

  환경부는 2010년 7월 29일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

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첫 탄소거래 실시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거래는, 지역단

34)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

적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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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에35) 참여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494개 공공기관 사이에

1,543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총 7,655CO2
t이 거래되었다.

산림청은 신세계(주),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업과 함께 나무를 심어 온

실가스를 흡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흡수량 만큼 기업의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36)  산림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

인프라 구축과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검·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자발적 규범체계로서 산림탄소상쇄 시범운영 규정안 (2010)과 산림탄

소상쇄 시범운영계획안 (2010)을 마련하였다.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에서도 관할 행

정청에 의하여 같은 방식의 탄소상쇄 규정 또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관할 행정청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탄소상쇄 규범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하고 ‘행정계획’ 의존도를 줄여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은 산림탄소상쇄 운영기관인 산림탄소상쇄센터[녹색사업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과정을 거쳐 이산화탄소 예상흡수량

이 기재된 ‘산림탄소상쇄인증서’를 받는다. 참여기업은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상쇄센터에 내면 시범검증기관[국

립산림과학원]의 검증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2. 배출권 거래의 법률관계

가. 배출권거래

  온실가스에 대하여서는 편의상 이산화탄소로 계량화된 감축활동과 상쇄활동이 이루어진

다. 교토 체제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간판 상품으로 내세워 배출량(emissions)

을 상품으로 그리고 크레디트(credit)를 화폐[거래단위 unit]로 삼아 국가간 온실가스

거래를 실시한다. 배출권거래(ETS)는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 - 후진국 협력) 및

공동이행(JI: 선진국 - 선진국 협력)과 함께 교토 체제의 일부를 이루지만 흔히 3가

지를 묶어 ‘배출권거래’로 혼용하기도 한다.

35) 환경부는 2010년～2012년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2009년말에 서울 등 14개 시도와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MOU를 체결한 바 있다.

36) 산림청은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참여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29일에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신세계,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3개 기업과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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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전: 자연환경국민신탁 (2010), 요약문 p.ⅱ

나. 탄소증권

  기후변화에서 통용되는 “배출권”(emissions)이라는 말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

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다. 배출권은 일정량의 배출량을 담은 증서[券]이다. 영어권에

서는 ‘배출’(emission)에 ‘s’를 붙여 경우에 따라 ‘배출량’ 또는 ‘배출권’으로 사용한

다. 배출권은 배출량을 일정한 거래단위로 표창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는 ‘배출량

거래’로 불리기도 한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양자가 동일하다. 국제 민간기구인 시카

고기후거래소(CCX)는 계약법리에 기초하는 ‘탄소증권’ 약정서(contracts)를 거래 문

서로 쓰며 허용권(allowances)과 상쇄권(offsets)을 구분한다. 상쇄는 거래 신탁 증여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을 기존의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채권 채무를 서로 주

고받는” 개념의 ‘상계’(相計)와 다르다.37)

다. 교토 크레디트

  교토 크레디트 [AAU CER ERU RMU]는 등록부에서 소각 [취소]될 때 감축의무가 줄

어드는 회계처리[상각] 수단이다. 교토 체제의 거래단위[크레디트]는 상품에 따라 각

37) 자연환경국민신탁, ｢전게서｣, 요약문 p.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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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르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는 AAU를, 청정개발체제는

CER을 그리고 공동이행은 ERU를 크레디트로 쓴다. 조림 재조림에서 얻는 RMU도

일정한 경우에 크레디트로 인정된다. 크레디트는 화폐가 아니라 회계처리[상각] 수

단이지만 국가간에 거래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UNFCCC의 국가별 등록부에서 소

각될 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단위로 통용된다.

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에 수식어로 쓰이는 총량제한(cap:상한)이라는 개념은 국제협상에서 의

무로 부과된 행정적 감축 ‘목표’를 경제적 거래 ‘물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좁은 의

미의 배출권거래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cap & trade)이다.

총량을 정하려니 출발선이 필요하여 ‘기준선’(baseline)이라는 개념이 안출되었다. 배

출량 할당에서 무엇을 기준선으로 잡을 것인가를 두고 기득권인정(grandfathering)방

식과 기준치비교(benchmarking)방식 및 경매(auction)방식이 다투어진다.

마. ‘할당’ 시장과 ‘프로젝트’ 시장

  온실가스 시장은 흔히 강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된다. 강제시장은 할당 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할당 시장은 국제협상에서 할당된 배출량(AAU)을

거래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할당 배출량은 국내에도 존재한다. 국내 할당 배출량

은 허용권(allowances) 내지 허가권(permits)으로 구분된다(허가권은 거래가 제한될 수 있

다). 프로젝트 시장은 청정개발체제나 공동이행 사업에서 산출된 크레디트들이 거래되는

마당(場)이다. 자발적 시장에서도 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수행된다. 비(非) 의무

자나 초과 달성자의 자발적 감축활동 없이는 상쇄용 크레디트가 산출될 수 없다.38)

3. 탄소상쇄의 법률관계

가. 탄소중립을 위한 크레디트의 사용

 온실가스 상쇄’(相殺 offset)는 “상쇄행위”라는 사실과 종종 혼용된다. 또 ‘상쇄라는 개념

은 자발적 시장뿐만 아니라 강제시장에서도 존재한다[상쇄의 다의성]. 상쇄는 어느 한 주체

가 온실가스를 플러스(+)한 만큼 다른 주체가 마이너스(−)하여 평형(0)을 만드는 수치의

맞춤이다. 스스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도 달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배출의 효과를 없애기

[殺] 위하여 다른 주체의 감축 실적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감축 프로젝트의 성과로 저축

생성된 배출량은 다른 주체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효과를 상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경제

38)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요약문 p.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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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부진으로 초래된 잉여 배출량의 경우에는 감축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

어진다.

상쇄는 탄소중립을 향한 일련의 과정이지만, 법률적으로 상쇄는 “총배출의 평형을 유지

하기 위한 크레디트의 사용”으로 정의된다[영국(UK) 국가상쇄체계, 참조]. 실제로 상쇄는

초기 경영계획 수립에서 마지막 크레디트 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장기적인 과정이므로 불

확정성을 싫어하는 법률은 상쇄를 ‘크레디트의 사용’으로 특정하고자 한다.

* 출 전: 자연환경국민신탁 2010, 요약문 p.ⅵ

나. 상쇄의 법적 구속력

  자발적 상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자발적 시장 참가

자들은 시카고기후거래소 (CCX)처럼 계약법리에 기초한 약정(commitment)에 따라 감축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자발적 상쇄”는 국제 단위의 시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탄소포

인트제와 같이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상쇄행위가 시장에서 이루어질 때

에는 규격화된 크레디트를 통하여 거래가 진행된다. 공동체에서 상쇄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는 비규격 크레디트나 점수(point) 또는 쿠폰 등을 이용하며 법률상 증여[기부]가 행해진

다.39)

39)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요약문 p.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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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발적 시장에서의 상쇄

  온실가스 상쇄를 대표하는 탄소상쇄(carbon offset)는 “경제적으로는” 강제시장에서도 그

개념이 존재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환경법상의 감축의무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자발적 시

장(voluntary market)에서만 행해진다[호주 국가상쇄표준, 참조]. 계약법리에 따라 법적 구

속력을 지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자발적 시장에서도 탄소상쇄가 행해진다. 법적 구속력

이 있는 자발적 시장은 독자적인 규범체계와 표준들에 따라 상쇄권[크레디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시장에서 거래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시장이

나 공동체는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규모를 형성하기 어렵다.40)

라. 허용권과 상쇄권의 격

  허용권(allowances)은 정부가 공급하지만 프로젝트에서 산출되는 상쇄권(offsets)

은 준거 표준(standard)의 수준에 따라 그 격(格)이 결정된다. 크레디트를 산
출하는 프로젝트는 “허용권” 따로 “상쇄권”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표
준에 따라 구분된다. 허용권(allowances 또는 permits)은 국제기구나 정부가 무상이
나 경매 방식으로 공급한다. 프로젝트는 상쇄권(상쇄용 크레디트)을 공급한다. 어떠
한 프로젝트가 UNFCCC나 ISO의 표준을 이용하면 국제시장용 크레디트를 만들고 
국내용 또는 사적 표준을 이용하면 국내시장용 또는 기부용 크레디트를 만든다. 자
발적 통합 시장에서는 강제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위와 동등한 크레디트가 거래될 
수 있다. 국내시장용 또는 기부용 크레디트는 지구환경보전에는 기여하지만 통합시
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마. 탄소 공여자

 “탄소목동”(carbon cowboy)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사업자들은 직접 저감 프로젝트를 수

행하거나 보조한다. 프로젝트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공여자(provider)로 불리기도 한다. 공

여자의 범주는 다양하다. 크레디트를 수집하거나 도매 소매하거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신

탁(trust) 업무를 수행하는 공여자도 있다. 대규모 시장[대형 거래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량만을 거래하기 때문에 공여자 집단이 활동하면 종래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중소

규모의 잠재적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시장참여가 활성화된다.41)

40)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요약문 p.ⅶ

41)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요약문 p.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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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 외 사 례

가. 영국의 탄소상쇄 품질보장 정부체계

 영국 환경·식품·지역부(DEFRA)는 2007년 1월에 탄소상쇄에 관한 자주 규칙의 책

정에 나섰다. 자주 규칙을 책정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상쇄상품을 구입할 때 투명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자주 규칙안은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 자주

규칙안은 공개논평을 거쳐 2009년 9월에 상쇄품질보장체계 로 명명되었고 기후변

화부(DECC)가 관할부처로 되었다.42)

➀ 국제적인 승인·검증 방법이 없고 국제적인 등록·취소 기준이 없기 때문에

VER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➁  상쇄상품에 대하여 품질표시를 부여한다.

➂ 가계, 민간, 운수, 항공 부문의 배출 삭감을 산출할 수 있도록 Carbon

Calculator 로 칭하는 정부공인의 데이터 베이스를 도입한다.

➃ 소비자에게 상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상쇄용 크레디트 발생원인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 탄소상쇄용 크레디트의 구입·무효화 상황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정

보개시를 실시한다.

➄ 상쇄 공여자는 영국 등록부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거래상황을 정부가 관리한다.

➅ 상쇄 공여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크레디트를

조달해야 한다.

영국 하원 환경감사위원회(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

e：EAC)는 탄소상쇄와 관련된 45개의 기업 또는 기구를 초빙하여 5회에 걸친 위원

회 질의를 거쳐 2007년 7월에 「The Voluntary Carbon Offset Market」라고 하는

보고서를 공표하여 DEFRA의 자주 규칙안에 대한 제언을 실시하였다. EAC의 제언

은 다음 사항들을 담고 있다43) :

➀ 자주적 탄소상쇄 시장은 배출 삭감의 한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시민에 대한 기

후변화에 대한 계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 또 이 시장

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출자와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으로 연결된다.

➁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실행하면 기업이 고객의 상쇄행동을 촉진하게 되는가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42)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p.96

43)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p.97



- 79 -

➂ 정부는 자주적 상쇄시장에서의 소비자 행동의 이해와 평가를 위하여 시급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➃ 정부는 기업이 자주적 상쇄시장을 활용하는 유인을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➄ 정부는 탄소중립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검증하는 기준을 정돈하여

어떠한 탄소중립 상태도 정당화시킬 수 있게 함이 중요하다.

➅ 정부는 자주 규칙안, 품질표시 또는 그밖에 관련된 정책에서 상쇄 공여자에

의한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➆ 상품·서비스와의 연계(package) 판매에 관하여서는 품질표시가 라벨 비즈니스

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품질표시 적용의 조건을 논의하여야 한다.

➇ 상쇄기업이 제공하는 프로젝트와 크레디트에 대해서 품질표시를 인정하는 독

립된 단체가 필요하다.

나. 호주의 국가탄소상쇄표준

 호주의 국가탄소상쇄표준(the National Carbon Offset Standard)은 어떠한 조직

(organisation)들의 활동 및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하기

위한 일반 원칙들과 요건들 그리고 관련된 배출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기 위

한 탄소상쇄 단위(carbon offsets)의 취득과 소각(retirement)을 규정한다. 상쇄표준은

소비자들이 자발적 탄소상쇄 시장을 신뢰하고 그들이 구입하는 탄소상쇄용 제품들

의 완결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44)

호주의 상쇄용 크레디트는 풍력 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에너지 효

율 개선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산림 프로젝트[신규조림·재조림, 산림보

전, 산림감소의 억제]로부터 생성되는 것도 있다. 산림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영속성

을 고려하도록 요구되고 있어 호주 온실효과 가스 대책국(AGO)은 산림 프로젝트에

서 얻는 크레디트가 비영속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이러

한 배경 때문에 산림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관리함으로써 리스크 회피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45)

호주의 온실가스대책국(AGO)에서는 IPCC 가이드 라인에 근거한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산정 장치(MS EXCEL판)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함

으로써 기업·개인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호주에서의 크레디트

의 인증은 AGO에 등록되어 있는 제3자 인증기관(19개 기관)이 AGO에 의하여 정

해진 프로젝트 실시 준칙에 따라 실시한다.

44) National Carbon Offset Standard, December 19, 2008: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ustralian Government

45) 자연환경국민신탁, ｢전게서｣, p.172



- 80 -

다. 시카고기후거래소의 표준

  시카고기후거래소(CCX)는 6개의 온실가스 전부를 대상으로 북아메리카의 총량제

한 배출권거래 체계(cap and trade system)만을 운영하되 전세계 가맹자(affiliates)

들과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민간기구이다. CCX 회원들은 온실가스경영의 지도자들

이며 범지구적 경제의 각 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혁신자들을 대표한다.

CCX의 배출 회원(emitting member)들은 자발적이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voluntary but legally binding) 온실가스 감축 연간목표를 실행한다. 목표 이하로

감축하는 회원들은 잉여허용권(surplus allowances)을 매각하거나 저축하여야 하며

목표 이상으로 배출하는 회원들은 CCX 탄소증권(CCX Carbon Financial

Instrument® (CFI®) contracts)을 구매함으로써 감축목표를 이행하여야 한다.46)

CCX는 국가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standard)이라는 용어를 피하여 부문별

프로젝트들에 관한 “전범”(典範 protocol)을 마련하고 상쇄 프로그램 규정

(provision)을 작성하는 한편 배출량 감축량의 산정 보고 검증에 관한 서식(書式

document/form) 등을 공표하였다. 농업 내지 산림과 관련된 전범류의 목록들은 다

음과 같다47) :

• 농업메탄 Agricultural Methane Collection and Combustion : 9/30/2009

• 농업경영[초지] Agricultural Best Management Practices - Continuous

Conservation Tillage and Conversion to Grassland Soil Carbon

Sequestration: 9/30/2009

• 농업경영[방목지] Agricultural Best Management Practices - Sustainably

Managed Rangeland Soil Carbon Sequestration: 8/20/2009

• 산 림 Forestry Carbon Sequestration: 8/20/2009

  

5. 산림 부문에서의 적용

가. 제도의 창설

  산림자원은 사전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사후 탄소흡수

원으로 탄소상쇄에 이바지하는 기능이 돋보이기 때문에 탄소상쇄의 표준화와 그 배

출권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창설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이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사전감축 노력을 이행하는 사무는 행정의 관할에 속한다. 탄소상쇄

46) http://www.chicagoclimateexchange.com/content
47) Chicago Climate Exchange General Offset Program Provisions (Issued 8/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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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와 산림배출권의 거래, 즉 새로운 제도의 창설은 법률의 관할에 속한다.

산림 배출권의 법률관계는 생성과 인증 그리고 거래와 소각[상각] 등의 단계로 세분

화된다.

나. 배출권의 생성과 거래

‘산림탄소상쇄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법적 표준(legal standard)이

필요하고, 대상지 산림이 실제로 흡수한 탄소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발급하기 위하

여서는 거래시장이 창설되어야 한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정부[산림청 내지

그 수권기구]가 모두 구매함은 시장기능(법 제46조제1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경제(私經濟) 작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림자원에서 얻어지는 배출권을

①국가내 규격(national standard)만으로 인증하고 국내시장에서만 유통시킬 것인가,

아니면 ②일본의 경우처럼 국제규격(ISO)을 병행하여 인증하고 국제시장에서도 유

통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 나아가 ③장차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에 따라 감축의무를 부담할 경우에 협약으로 정해지는 감축분을 차감하는 수준으로

까지 나아갈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산림 탄소 상쇄체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와 짝을 이루어 자발적 탄소상쇄를 병행하여야 한다. 관리업

체[산업계]의 저항을 고려하여 탄소상쇄를 조속히 실행함이 바람직스럽다. 탄소상쇄

는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주체들의 ‘탄소중립’을 유도한다. 공공 신뢰를 얻기 위하

여 선진국들은 국가탄소상쇄체계 를 정립하고 있다. (가칭) 산림 탄소 상쇄체계

는 산림 상쇄 크레디트의 공인 효력 통용기간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정립하고

탄소상쇄로 얻는 거래단위[크레디트]를 저축 신탁하거나 정부에 기부하는 기반을 구

축한다. 관리업체가 상쇄를 통하여 크레디트를 얻을 경우에도 사전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장차 ‘탄소세’가 시행될 경우에 조세 감면 환급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 탄소상쇄 참여자들의 참여를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라. 법령체계의 정립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관리업체’는 농업

및 축산업에 국한된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참조).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또

는 산림황폐화방지(REDD)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시행령 제30조(관리업체에 대

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3항제8호에 따라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보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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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소성(rare) : 예컨대, 최상급의 행위

• 자발성(voluntary) : 예컨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할 것

• 최신성(recent)

• 검증가능성(verifiable)

• 적절한 영속성(properly addresses permanence)

• 프로젝트 현장 안팎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불리한 유인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

• 보수성(conservative)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합지침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또는 산림황폐화방지(REDD) 등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규

정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은 산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를 실적으로 인정

하기 위하여 시행령(제26조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방법론을 (가칭) 조림 등에 의

한 온실가스 흡수 표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농업 및 축산

업 부문의 관리업체에 국한된다. 농업 및 축산업 부문의 관리업체가 아닌 다른 부

문의 관리업체가 시행령(제30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산림 부문에서의 흡수노력을 실

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합지침 에 (가칭) 산림탄소상쇄표준 (forest carbon offset standard)을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관리업체 공공기관 NPO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 부문에서의 자발적 흡수노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도 같은 입법경로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흡수원 내지 자발적 탄소상쇄가 ‘흡수’ 실적 등으로 인

정받고 유효한 탄소증권으로 거래되기 위하여서는 저감 프로젝트의 수행표준이 제

도화되어야 한다. 시카고기후거래소(CCX)는 2003년에 CCX상쇄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잠재적 프로젝트 제안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업수행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준칙을 확정하였다.48) 이러한 기준은 CCX와 CCX공인검증자들로

하여금 통상사업(business-as-usual) 프로젝트와 최상급(best-in-class) 프로젝트를 구

분하게 만들고 프로젝트에 특수한 관점들의 주관성을 감소시키도록 만든다.

CCX는 각 잠재적 프로젝트 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잠재적 프

로젝트들은 특정한 범주의 행위들이 다음의 특징들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에 기초

하여 유효성(eligibility)이 인정된다.

48) Chicago Climate Exchange General Offset Program Provisions (Issued 8/20/2009) 



- 83 -

• 추가성(additional)

• 영속성(permanent)

• 측정가능성(measurable)

• 투명성(transparent)

• 독자적 검증 가능성(independently verified)

• 2중계산 금지(no double counting)

  호주의 국내저감(domestic abatement) 프로젝트 유효요건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카고기후거래소(CCX)가 표방하는 상쇄용 프로젝트의 유효요건과 비슷한

‘추가성’ ‘영속성’ 등의 항목들을 구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제도화에 참고할만

하다.

 추가성은, WWF-UK가 진술한 바와 같이, 상쇄가 내포하는 환경적 통합성

(environmental integrity)의 핵심이다. 추가성이란 어떠한 프로젝트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준(BAU)을 초과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였음을 입증하

여야 함을 의미한다.49) 예컨대, 어떠한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의 어느 학교에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를 설치하는 데 자금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설치

가 달리 행해질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한하여 추가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49)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Voluntary Carbon Offset M arket (Session 
2006–2007: UK), ch.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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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안의 원리

와 내용

  산림법제는 최근에 체계적으로 분법화되어 종합법제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산림기

본법의 지휘를 받는 종전의 산림 관련 법률들은 기후변화에 당면한 ‘저탄소 사회로

의 이행’이라는 철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현재 입법과정 중에 있는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법’이라 한다)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산업계의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강행시장을 운영하고자 의

욕하지만 영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배출계 중심의 강행시장 체계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산업계의 노력에 상응하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하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소기의 성

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1. 법안의 필요성과 위계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책의 수립과 예산 배정 이전에 그 기반이

되는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라 한다)은 포괄적인 정책법으로서 ‘저탄소 사회’ 구축에 필요한 제도화의 방향과

원칙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거래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배출권 제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배출권을 생성할 수 있는 표준과 방법론이 정립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최근에 입법예고된 「거래법」은 기성(UNFCCC)의 국제표준만을 인용하고 있으

나 임의시장의 운용에 필요한 국제 수준의 ‘국가상쇄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상쇄체계는 배출계와 함께 흡수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

진 중인 「거래법」체계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등은 국가상쇄체계를

통한 흡수계의 활성화에까지 구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배출계를 중심으로 하는

임의시장에서의 거래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기본법」제55조는 바이오매스 일반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제1항), 농지와 바다

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상정하는 한편(제2항) 정부로 하여금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시킬 것을 규정한다

(제3항).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 한

다)은 「기본법」제55조제3항으로부터 기원한다. 이 법안은 「기본법」을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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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법’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이 법안은 「기본법」제42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1호)와 ‘에너지

목표관리’(제2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배경으로 한다. 기본법은 관리업체들을 대상

으로 조기행동(제43조)을 장려하고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제46조)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고자 「거래법」을 이행법으로 상정하였다. 그러

나 「거래법」은 흡수계를 배척하지는 않으나 전체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계’를

겨냥하고 ‘관리업체’(제42조제5항)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흡수계’를 규율하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법안의 위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42➀:1)

에너지 목표관리(§42➀:2)
(흡수계)

(배출계)
조기행동(§43) : 관리업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46) : 관리업체

탄소흡수원 확충(§55➂전단)

산림바이오매스 촉진(§55➂후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률

2. 다른 준칙과의 관계 및 비교

법안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규율하고 있지만 「거래법」상의

배출권제도와 충돌하지 아니한다. 「거래법」은 배출권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제2조제2호)으로 파악하고 각 관리업체들에게 총량제한(cap)을 설정하는

‘강제시장’을 상정하지만, 이 법안은 배출권을 “배출량 또는 이를 표창하는 증서”로

파악하고 ‘상쇄권’(offsets)을 창설하는 한편 공공기관이나 비관리업체 또는 비영리기

구(NPO) 등이 온실가스 흡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임의시장’을 상정하고

있어, 상호간의 모순이나 저촉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된 「거래법」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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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배출권 거래 및 상쇄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 체계

는 ‘폐쇄형’에 해당한다. 즉, 「거래법」은 국가배출권할당계획(제5조)을 근간으로

상쇄등록부(제24조제4항)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침」은 ‘배출권’의 거래를 유지

하기 위하여 ‘상쇄권’의 총량을 ‘3%’로 제한한다(제92조). 「거래법」은 이 상한을

할당 대상업체에 적용하고(제7조), 「지침」은 이에 따른 상쇄량을 관리업체의 목표

관리실적으로 인정한다(제89조). 「거래법」은 산림 분야 흡수원에서 비롯하는 배출

권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다(제25조제3항).

「거래법」이 ‘배출권’만을 상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법안은 배출권을 ‘할당권’과

‘상쇄권’(산림탄소 상쇄량을 표창하는 증서)으로 구분한다. 「거래법」이 ‘국가배출

권할당계획’을 중심으로 배출권의 거래를 도모함에 비하여 이 법안은 ‘탄소흡수원확

충기본계획’(제1장)을 중심으로 산림탄소등록부에 따른 ‘상쇄권’의 거래를 도모한다.

「거래법」이 관리업체를 규율대상으로 설정함에 비하여 이 법안은 지자체, 공공기

관, 비관리업체, 비영리기구(NPO) 내지 개인을 적용대상으로 설정한다. 산림탄소상

쇄권은 [20년] 이상 장기간 탄소를 고정하는 산림이나 바이오매스의 탄소 흡수량을

표창한다.

강제시장 임의시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률(안)

【폐쇄형 거래 및 상쇄】 【자발적 상쇄】

▫ 국가배출권할당계획(§5)실행

→ 상쇄 총량제한 3%(지침§92)
▫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 할당 대상업체에 적용(§7)

→ 관리업체 목표관리실적으로 인정(지침§89)

▫적용대상확대 : 지자체+ 공공기관+ 비관리업체

+ NPO + 개인

▫ 상쇄등록부(§24④)로 관리 ▫ 산림탄소등록부

▫산림분야흡수원배출권유요기간20년(§25➂) ▫ 산림탄소 상쇄권(20년 이상)

[표 7] 다른 준칙과의 관계

3. 산림 관련 법률상의 계획․시책과의 관계

법안은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을 도모하고 산림 탄소 상쇄권의 창출을 상정하고

있으나 탄소 흡수원 확충의 경우에 산림경영 등의 분야에서 기존 산림 관련 법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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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행정계획 및 시책들과 부분적으로 겹칠 소지가 있어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

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법안은「기본법」의 이행법으로 출발하지만 「산림기본법」에 종속되며 따라서

법안의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은 ‘산림기본계획’(산림기본법 제11조)의 하위계획

으로 기능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산림경영계

획(제13조), ‘도시림 등 기본계획’(제19조) 및 유휴토지의 산림 전환(제12조)은 법안

이 상정하는 산림탄소 흡수원의 확충과 관련을 맺는다.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의 경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

관 중심으로 친환경 상품 차원에서 기본계획(제4조)과 구매이행계획(제8조)을 운용

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상정하는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

에서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안은 기존의 계획이 수행하고 있는 흡수원의 확충을 포함하거나 반복하

여서는 아니된다. 종전의 계획과 시책들이 기후변화 이전의 사고방식에 따라 중앙

정부(산림청) 중심의 운영체계를 형성하였다면, 새로운 법안이 상정하는 흡수원 확

충 계획과 시책 및 상쇄 체계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주역으로 설정하고 행정과 민간

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거래법」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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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산림기본계획(§11) *산림·임업을 총괄하고 다른 계획을 지휘 →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에 적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경영계획(§13) : 공유림(의무)·사유림(임의)

※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기본계획(§3의2) : 국토계획과 연계

→ 산지 보전·이용방안 중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성행정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체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한계보완

▫도시림 등 기본계획(§19)

▫유휴 토지의 산림으로 전환(§12)

▫산림자원의 조사(§32)·정보화(§33) ↕
*산림경영계획·도시림계획·유휴토지전환→흡수원에 영향

▫목재의 이용 증진(§37)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4) : 공공기관 중심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 계획(§8) : 공공기관 중심

[표 8] 산림 관련 법률 및 계획·시책과의 관계

4. 법안의 골격과 주요내용

새 법안은 관리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강행시장용 「거래법」의 출현과 「지침」

의 적용을 염두에 두면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산림탄소 흡수원의 확충을 도모

하고 그 결과물 즉 상쇄권과 같은 제도를 창안하여 임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원

리에 따라 법안의 골격을 ‘흡수원 기반의 구축’, ‘온실가스 흡수 활동’, ‘자발적 상쇄

의 제도화’ 및 ‘사회경제적 기반의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실체적 기

반과 제도를 운용하는 체계를 보칙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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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구성>

▫흡수원 목록작성(Ⅱ)

▫산림경영활동협약(Ⅱ)

▫산림 전용방지 및 재해방지(Ⅱ)

▫흡수량의 산정·보고·검증(Ⅲ)

▫국가 산림탄소 상쇄체계 구축(Ⅴ)

▫상쇄권의 창설(Ⅴ)

▫조기감축 실적 인정(Ⅴ)

▫상각(Ⅳ)

A 흡수원 기반확충 C 자발적 상쇄의 제도화

행정운영
▫탄소 흡수원 확충기본계획(Ⅰ)

▫산림청·지자체에 전담기구(Ⅵ)

▫운영기구·협의회(Ⅵ)

▫산림탄소등록부(Ⅵ)

B 온실가스 흡수 D 사회경제적 기반조성

▫조림 및 재조림(Ⅳ)

▫산림경영 및 산림황폐화 방지(Ⅳ)

▫누출방지(Ⅳ)

▫흡수인증(Ⅳ)

▫바이오매스 활용촉진(Ⅱ)

▫목제품 구매촉진(Ⅵ)

▫조세감면(Ⅵ)·재정지원(Ⅵ)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Ⅵ)

법안은 산림 탄소 「흡수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①먼저 흡수원목록을 작성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②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을 대상으로 산

림경영활동을 촉진시키는 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지방자치단체

의 산지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하는 주의 규정을 두고 ④재해방지를 위한 지자체와

산지관리자 등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⑤흡수원의 산정․보고․검

증에 관한 준칙들을 규정하였다.

온실가스 「흡수 활동」 영역에서, 법안은 ①종래와 같은 임업자의 소득 증진 대

신에 탄소 흡수 ‘추가성’(additionality)에 바탕을 둔 조림과 재조림을 흡수활동으로

규정하고 ②산림의 소유자 점유자로 하여금 탄소방출과 산림전용 방지를 위하여 노

력하도록 하는 주의 규정을 두었고 ③배출권과 상쇄권의 상각(무효화) 방법을 정하

는 한편 ④산림청장이 흡수인증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발적 상쇄」의 제도화 영역에서, 법안은 산림탄소상쇄체계를 국가체계로 구

축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배출권(emissions)의 범주를 허용권(allowances)과 상쇄권

(offsets)으로 구분함을 전제로 후자를 새로 창설하고 상쇄량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한편 상쇄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 기구 및 방법론 등

의 근간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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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흡수원 확충의 원칙

흡수사업의 추가성

안정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무

행정계획

제2장 산림 탄소 흡수원 기반 구축

흡수원의 종류

흡수원 목록

산림경영 장려

산림탄소의 고정

산림전용방지

재해방지

바이오매스 장려

재정․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3장
산림 탄소 흡수량의 산정․보고․

검증

산정

보고

검증

기구

[표 9]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구조

법안은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

는 시책을 도입하고 목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장려수단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한

편 다른 법률에서 조세감면을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주의규정과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체계」 영역에서 법안은 탄소흡수원확충기

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탄소등록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흡수원 확충 내지 산림탄소 상쇄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운영기구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수권하였다.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6장으로 표 9와 같이 구

성되었다. 제시된 법률(안)은 표 10과 같이 타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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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타법률과 관련된 조항

제1장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5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5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행정계획(제108조)

산림기본법 제11조의 1

산지관리법 제3조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13조

제2장 산림 탄소

흡수원 기반 구

축

흡수원 목록

(제20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림경영 장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표 10] 법안과 타법률과의 관계

준용

제4장 온실가스 흡수 및 누출방지 활동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바이오매스 등

누출

상각

흡수인증

제5장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산림탄소상쇄

상쇄방법

상쇄인증

인증기준 등

거래단위

배출권거래와의 관계

제6장 보칙

운영기구

협의회

통계관리

산림탄소등록부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

목제품구매촉진

세제감면

재정지원

부칙

발효일

적격성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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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제3장 산림 탄소

흡수량 산정․보

고․검증

(해당사항 없음)

제4장 온실가스

흡수 및 누출방

지활동

산림경영(제403조) 산림기본법 제13조

바이오매스 등

(제40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상각(제407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감축인증(제408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제5장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배출권거래와의 관

계(제506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제6장 보칙

통계관리(제60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목제품구매촉진(제

606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적격성(제2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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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및 상쇄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01조(목 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의 취지에 따라 산림 부문에서 탄

소 흡수원의 기반을 확충하고 산림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한편 자발

적 산림 탄소상쇄 등을 촉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의 실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토단위”라 함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량의 상각․내지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기준 단위를 말한다.

2. “검증”이라 함은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재된 온실가스의 흡수량 누출방지량

삭감량 등의 정보가 정해진 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토·확인하는 일

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국내단위”라 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이 승인한 온실가

스 배출량의 상각․내지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기준 단위를 말한다.

4. “누출”이라 함은 온실가스 흡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경계 밖에서 일어

나는 이산화탄소배출량 또는 흡수량을 의미한다.

5. “목제품”이라 함은 임목을 벌채한 후 생산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6. “바이오매스”라 함은 생물에서 유래한 재생가능한 유기성 자원 중 화석자원

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7. “배출권”이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제2조제2항

에 따른 할당량 허용량 또는 그 증서를 말한다.

8. “산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

른 산림을 말한다.

9. “산림경영”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산림에서 간벌·수종갱신·산불방지 등의 활

동을 통하여 산림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산림탄소감축인증”이라 함은 산림 부문에서 축적된 탄소감축분에 대한 인증

을 말한다.

11. “산림탄소계정”이라 함은 국가온실가스관리계정에서 산림 부문이 차지하는

탄소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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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림탄소배출권”이라 함은 산림 부문에서 생성되고 거래·상각 요건을 갖춘

배출권을 말한다.

13. “산림탄소배출권거래”라 함은 산림탄소배출권을 이 법 또는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림탄소상쇄”라 함은 산림 부문에서의 탄소상쇄를 말한다.

15. “산림탄소상쇄인증”이라 함은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증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제2조제8항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16. “산림탄소흡수원”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산림탄소흡수원 목록에 등

재된 것을 말한다.

17. “상각”이라 함은 산림탄소배출권 또는 산림탄소상쇄권을 산림탄소등록부에서

차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상쇄권”이라 함은 산림탄소 상쇄량을 표창하는 증서를 말한다.

19. “신규조림”이라 함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으로

식재, 파종 및 종자개량을 통해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0. “온실가스”라 함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9항에 따른 온실가스

를 말한다.

21. “인증”이라 함은 등록된 흡수활동 등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 흡수량 누출방

지량 삭감량에 대하여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인증 운영기구가 이를 공식으

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자발적 산림탄소상쇄”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개인․기업․비정부기구․공공기관 등이 스스

로의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인식하고 삭감이 곤란한 배출량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 등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상쇄권을 구입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배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벌충하는 탄소상쇄

를 말한다.

23. “재조림”이라 함은 산림이었으나 산림이외의 용도로 전환되어 이용해 온 토

지에 인위적으로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4. “추가성”이라 함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제2조 1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5. “탄소고정”이라 함은 저장되거나 격리된 탄소가 장차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6. “탄소상쇄”라 함은, 배출권의 상각 취소 또는 무효화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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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자발적 탄소상쇄를 말한다.

27. “프로그램 인증”이라 함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 등의 프로

그램을 실시할 때에 산림청 인증 운영기구가 그 프로그램을 산림탄소등록부

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28. “흡수량”이라 함은 산림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

한다.

29. “흡수원 확충”이라 함은 산림의 조성, 육성, 보호 및 목재이용증진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흡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103조(흡수원 확충의 원칙) ①산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함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원칙을 존중한다.

②산림 탄소 흡수원의 확충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및 수자원 함양 기능과 조화

를 이루어야 하며 산지 소유자나 지역주민 등의 전통적 이용과 균형을 유지하여

야 한다.

제104조(흡수사업의 추가성) 산림 탄소 흡수원의 확충 사업은 이 법의 규정과 그에

의한 명령·계획·협약 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표준·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가 검증될 때 그 추가성이 확보된다.

제105조(안정성) ①산림시업계획에 대한 인정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으로 발행된 상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이면 인증 운영기

구가 이를 강제로 무효화한다.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이면, 따로 정하는 약관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자 등이 동량의 상쇄권을 조달하여 무효화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 운영기구가 해당 사업자 등의 이름 등을 공표한다.

②상쇄 사업자 등이 제3자에게 산림을 양도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사전에 인증 운영기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자와 양도계약을 실시할

때에는 약관을 준수하는 계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산림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5조를 시행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②이 법에서 규정하는 산림탄소 배출권거래에 관하여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안)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산림 부문에서의 산림탄소 흡수원의 확충, 산림탄소배출권의 거래 또는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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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제107조(책무) ①정부는 산림 부문에서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행정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역 공동체 비정부기

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하 ‘민간 부문’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자발적 탄소상

쇄 등을 자율적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책무

를 진다.

③민간 부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

회로의 이행에 동참할 책무를 진다.

제108조(행정계획) ①정부(산림청)는 10년 단위로 탄소 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을

수립 시행한다.

②정부(산림청)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산림기본법」제11조의 1에 따른 산림기본

계획,「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등

을 고려하여 매년「탄소 흡수원 확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9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도시림등조성관리

계획을 참고하여 그 관내에 적용되는 탄소 흡수원 확충 지방계획 을 수립 시행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시행에 필요한 요

소 항목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산림 탄소 흡수원 기반 구축

제201조(흡수원의 종류) 산림 탄소 흡수원은 국내의 산림(도시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초지 또는 유휴농지에서 생장하는 나무와 이를 벤 목재 그리고 이를 이용

하여 만들어진 바이오매스 목제품 또는 건조물을 포함한다.

제202조(흡수원 목록) ①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의 구축 이외에 흡수원의 목

록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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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흡수원 목록의 관리 현황과 변동 사항을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조사 체계에 포함시

키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203조(산림경영 장려) ①정부(산림청)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부문이 소유 점유

하는 산지 등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산림경영활동을 장려한다.

②제1항의 산림경영활동 실시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와 산림경영활동 협약 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산림경영활동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표준협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4조(산림탄소의 고정)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은

그가 소유 점유하는 산림이나 그로부터 생성된 목재 바이오매스 또는 목제품 등

이 장기간 탄소를 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5조(산림전용방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형질변경 등을 허가함에 있어 이 법 또

는 이 법에 근거한 행정계획 산림경영활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산림이 다른 용도

로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6조(재해방지) ①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은 그가

소유 점유하는 산림이 자연재해나 산불 등의 재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

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산림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어

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부문으로부터 조력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접 또는 대행기구에 의뢰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사

와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7조(바이오매스 장려) ①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서 생성되는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고 바이오매스의 산업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부문의 바이오매스 활용이나 산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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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필요할 경우에 국공유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8조(재정․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소유자·점

유자가 탄소방출을 방지하고 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기술

을 지원하고 정보제공·상담 그밖의 조력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산림청)는 기후변화 동향과 산림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배출권

시장과 산림 탄소상쇄 사업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역무를 제공한다.

제3장 산림 탄소 흡수량의 산정 보고 검증

제301조(산 정)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고시한

온실가스 산정 규칙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림 부문에서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

을 산정하는 규칙 방법 등을 정한다.

제302조(보 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고시한

온실가스 보고 규칙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림 부문에서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

을 보고하는 규칙 방법 등을 정한다.

제303조(검 증)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고시한

온실가스 보고 규칙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림 부문에서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의

산정 및 보고를 검증하는 규칙 방법 등을 정한다.

제304조(기 구) 산림청장은 제301조 내지 제302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 탄소 흡수량

의 산정 및 보고를 검증하는 기구를 그 책임 아래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305조(준 용) ①산림 탄소 흡수량의 산정 보고 검증에 필요한 규칙 방법은 온실

가스 배출량의 산정 보고 검증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 개정한

규칙 방법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통규정으로 준용할 수 있다.

②배출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산정 보고 및 그 검증에 관하여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

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준칙을 적용한다.



- 99 -

제4장 온실가스 흡수 및 누출방지 활동

제401조(신규조림) ①토지의 소유자 점유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닌 초지 유휴농지 재해지역

보호지역 전이지역 등에 대하여 탄소고정에 적합한 수종으로 신규조림을 실시하

거나 이를 장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조림에 대하여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

계가 인정하거나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토지 등을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표준 방법론을 제정 개정하여 고시한다.

④신규조림사업 대상지는 국내와 국외 지역으로 한다.

제402조(재조림) ①산림이었으나 산림이외의 용도로 전환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대

하여서는 추가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재조림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재조림사업 대상지는 국내와 국외 지역으로 한다.

③재조림으로 인하여 탄소방출이 일어난 산림에 대하여서는 그 방출분을 제604조

의 산림탄소등록부에서 상각하여야 한다.

④재조림 사업의 표준 방법론에 관하여서는 제401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

다.

제403조(산림경영) ①산림의 소유자 점유자는 그 산림을 남용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탄소방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림의 소유자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벌 산불방지·식생복

구·수종갱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탄소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탄소축적 능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③산림경영에 필요한 표준 방법론에 관하여서는 「산림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를 고려하고 이 법 제401조의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4조([산림전용 및]산림황폐화방지) ①정부는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이 국내

외 산림의 타용도로의 전용과 산림 황폐화를 통해 산림 내 탄소가 대기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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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RED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가

목표 달성에 이를 활용한다.

②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산림황폐화방지 사업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과

방법론을 그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405조(바이오매스 등) ①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목제품이나 목질계 바이오매스

를 활용하여 산림자원이 축적한 탄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목제품이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정보공

유·기술개발·전과정평가(LCA) 등을 촉진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목재의 이용 증진 등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

려한다.

③국내산 목제품이나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필요한 표준 방법론에 관하여

서는 제401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6조(누 출)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산림황폐화방지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

충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7조(상 각) ①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사업에서 생성된 산림탄소 배출권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각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기 곤란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국

내 표준이나 방법에 따라 생성된 배출권을 상각하는 방법과 절차를 제정 개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이 법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자발적 산림탄소상쇄에 따라 생성된 상

쇄권이 국가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각하는 표준과 방법론을 제정 개

정할 수 있다.

제408조(흡수인증) ①산림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흡수사업의 결과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조력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그가 부여받은 권능에 따라 공표한 산림 탄소 흡수

사업의 결과를 인증하는 표준 방법론을 제정 개정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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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제501조(산림탄소상쇄) ①산림청장은 제106조의 규정을 전제로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

거나 조기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자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산림상쇄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

제502조(상쇄방법)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자발

적으로 산림탄소상쇄 및 누출방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표준 방법론을 제

정 개정 공표할 수 있다.

제503조(상쇄인증) ①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운영기구는 검증 기관이 제

출한 검증 보고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에 근거하여, 해당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흡

수량 누출방지량 또는 삭감량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상쇄권 등을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쇄인증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식, 누출방지 노력, 상쇄

에 이용하는 상쇄권의 조달, 배출량의 벌충 및 정보제공 등을 요건으로 한다.

제504조(인증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로 실시하는 상쇄 인

증과 상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 방법을 제정 개정 공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탄소상쇄 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그 선택과 역량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계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

에 따라 국제규격의 상쇄권을 생성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5조(거래단위) ①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의 거래단위는 교토거래단

위 유럽연합거래단위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거래단위를 사용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래단위를 제정 개정 공표할 수 있다.

제506조(배출권거래와의 관계) 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는 할당 대상업체는, 같은 법 및 관련 명령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산림 부문의 탄소 상쇄권을 이용하여 조기 감축실적을 인

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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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당 대상업체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조기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 방법을 제정 개정 공표할 수 있

다.

제6장 보 칙

제601조(운영기구)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탄소 상쇄 누출방지

활동 및 배출권거래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그 책임 아래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탄소 배출권 및 상쇄권의 인증 발행과

상각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구(산림탄소인증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그 책임 아래 설

치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제3자 인증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증 운영기구는 상쇄권 배출권을 인증·발행하는 지

자체의 프로그램을 제60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게재한다.

제602조(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산림탄소 흡

수원의 확충, 산림탄소 배출권 사업 또는 상쇄권 사업에 필요한 협의회 등을 조직

하고 파트너십을 조성 유지할 수 있다.

②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비를 부담한다.

제603조(통계관리) ①산림청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행정계획 등의 집행과 입안

에 필요한 통계·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추

정 검증 탄소계정 등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보 데이타 등의 생성 수집 공유에 협력하여

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하여서는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준용한다.

제604조(산림탄소등록부) ①산림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배출권이나 상

쇄권을 등록하고 상각하는 데 필요한 산림탄소등록부를 설치한다.



- 103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의 형식과 내용 및 국가 온실가스 등록부와의 연동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5조(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 ①산림청장은 산림 탄소 흡수 기반의 확충과

흡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며 산림탄소흡

수원 확충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을 장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탄소컨설팅업의 요건과 등록 및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6조(목제품구매촉진) ①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이행과 관련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을 위하여 산림 부문에서의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목제품의 구매

를 촉진시켜야 한다.

②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은 목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목제품 구매촉진과 구매실적 및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시행체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7조(세제감면) 정부는 산림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림부문에서 생성되는 배

출권이나 상쇄권이 원활하게 거래 상각될 수 있도록 환경세 체계를 정비하고 조

세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08조(재정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계획 등

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민간 부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

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발효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2조(적격성)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산림 탄소 흡수원 기반의 확충, 온실가스 흡

수 사업 또는 자발적 산림탄소상쇄는 이 법 발효 이전에 조성된 국내외의 산림에

서 실시될 수 있다.

②산림 탄소 흡수 실적에 따른 배출권 또는 상쇄권의 발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이 정하는 체계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탄소 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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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탄소 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에 따라 취하여진

행정조치와 사업 및 재정지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ISO 14065 인정 신청 중의 검증 기관이 검증을 실시한 흡수량 누출방지량 삭감

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ISO 14065 인정을 가지고 상쇄권 배출권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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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RC Energy Efficiency Scheme (CRC) User Guide(2010), the

Environment Agency UK

§ UK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Scheme for Carbon Offsetting : Approv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offset providers, September 2009

§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Sixth Report of Session 2006–7 : Voluntary Carbon

Offset Market (Second Special Report of Session 2007–8)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Tuesday 11 March 2008

[호 주]

§ National Carbon Offset Standard Discussion Paper, December 2008, Offsets

and Verification Team, Renewables, Offsets and COAG Branch,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ustral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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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n Offset Providers in Australia 2007 Report by: Global Sustainability at

RMIT University Leonardo Ribón and Helen Scott, May 2007

[미 국]

§ CHICAGO CLIMATE EXCHANGE : General Offset Program Provisions,

updated as of 8/20/2009

§ CHICAGO CLIMATE EXCHANGE : Verification Guidance Document, updated

as of 1/21/2010

[기 타]

§ Meijers, E. and Stead, D. 2004. Policy integration: what does it mean and

how can it be achieved? A multi-disciplinary review. Paper presented at the

2004 Berlin Conference on Human Dimension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Freie Universität Berlin, 3-4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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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검토 대상 법령 목록

[국내]

법률

산림기본법 (법률 제972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

산림보호법 (법률 제10250호)

산지관리법 (법률 제103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9931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89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4호)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8호)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조례 제 88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조례 제 863호)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조례 제 4380호)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조례 제 3757호)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조례 5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제 953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조례 제 2834호)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조례 제 3306호)

목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조례 제 2611호)

전남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제 1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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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법률

뉴질랜드 기후변화대응법 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Law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Measures to Cope with Global Warming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법(안)

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일본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Special Law for Promotion of Thinning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규칙

뉴질랜드 영구적 산림탄소고정에 관한 규칙 2007

Forests (Permanent Forest Sink) Regulations 2007

뉴질랜드 기후변화(임업부문) 규칙 2008

Climate Change (Forestry Sector) Regulations 2008

조례

일본 교토부 지구온난화대책 조례

일본 와카야마현 지구온난화대책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