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U 정책연구시리즈 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정
책

연
구

시
리

즈
 10-

01
K

IN
U

 
한

반
도

 녹
색

성
장

을
 위

한
 남

북
한

 산
림

협
력

 법
제

 개
선

 방
안

 예
비

연
구

정책연구시리즈 10-01KINU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李揆昌)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법학 박사(국제법)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자문위원(2010~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09~현재)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2006~2007) 

『북한 국제법 연구』, 공저(한국학술정보, 2009) 

『북한의 국제법관』 (한국학술정보, 2008) 

『북한의 민사법』, 공저(법원행정처, 2007) 

『북한의 형사법』, 공저(법원행정처, 2006)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2010) 

“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출입·체류와 신변안전보장”(2010) 

“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2008) 등 논문 다수

북한산림녹화사업 지원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남
북한 모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
에서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반도 녹색
성장 및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관련이 있는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INU정책연구 남북한.indd   1 2010-06-11   오후 4:48:53







인    쇄 2010년 6월 
발    행 2010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    화 ( 표) 900-4300 (팩시 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T. 070-7090-1177)

인 쇄 처 (주)늘품플러스 

ISBN 978-89-8479-550-1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국 형서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 매센타:․매장: 734-6818․사무실: 394-0337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Ⅰ. 문제제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 ························································· 3

2. 기후변화협약체제 출범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 5

3. 법제정비의 필요 ······································································ 7

Ⅱ.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 9

1. 북한 차원 ··············································································· 11

2. 남한 차원 ··············································································· 15

3. 통일대비 차원 ······································································· 18

Ⅲ.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 21

1. 헌 법 ····················································································· 23

2. 국제조약: 기후변화협약 ······················································· 24

3. 법 률 ····················································································· 26



Ⅳ. 남북 산림협력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 29

1. 남북합의서 ············································································· 31

2. 법 률 ····················································································· 35

3. 소결: 남북한 산림협력 관련 법제 평가 ···························· 45

Ⅴ. 결론 및 법제 개선의 방향 ······················································· 47

1. 남한산림법제 개선 방향 ······················································· 49

2. 대북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향 ·············································· 54

3.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대응 방향 ········································ 59

참고문헌 ··························································································· 64

부 록 ································································································· 67



표‧그림 목차

[표 Ⅰ-1] 남북 산림 협력 현황 ··············································· 4

[표 Ⅳ-1]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북한산림녹화 지원 관련 내용 ······························· 37

[표 Ⅳ-2] 녹색성장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과 

50대 실천과제 ······················································· 42

[표 Ⅳ-3]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추진전략 ··········· 43

[그림 Ⅱ-1] 북한 산림 면적의 축소 추세 ································· 14

[그림 Ⅱ-2] 북한 산림황폐화 현황: 

1970년과 1988년의 비교 ······································· 14

[그림 Ⅱ-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17

[그림 Ⅱ-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추이 ·················· 20







Ⅰ

Ⅱ

Ⅲ

Ⅳ

Ⅴ

문제제기_ 3

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여러 선행연구가 말해주듯이 많은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1 우리 정부도 북한산림녹화사업 지원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2007년에 평양 인근 지역의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해 약 18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한 바 

있다.2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산림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평화의 숲을 통해 산림녹화 등의 명목으로 2008년까지 4억 2백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3 지방자치단체들도 북한산림녹화에 관심

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 9월에 개성시 개풍동 일대에 

9헥타르 규모의 양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500만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조림이 가능한 연간 150만 본의 묘목 생산을 목

표로 하고 있다.4 강원도의 경우에도 2000년 12월에 김진선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강원도 대표단이 원산과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강원

도 간 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1_ 지금까지 북한산림녹화 지원 및 산림분야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훌륭

한 선행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문헌을 들 수 있다.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통권 제3호 

(현대경제연구원, 2010.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

북협력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겨레의 숲, 북한산림녹화, 어떻게 할 

것인가? (겨레의 숲 제2차 산림포럼 자료집, 2010.3.29).
2_ 통일부,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서울: 통일부, 2008), p. 50. 
3_ 위의 책, p. 58. 연도별로는 2003년 55,000,000원, 2004년 86,000,000원, 2005년 

89,000,000원, 2006년 152,000,000원, 2007년 20,000,000원이다. 
4_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10년 백서 (2009년 통일

부 연구용역보고서), p. 95; 조철희,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대 북한산림녹화사업 

추진,”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

엄 자료집, 2010.2.9), pp.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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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다.5 2009년 2월 16일 출

범한 대통령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10대

정책 방향의 하나로 삼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북한 산림 복

구 지원 등을 통해 그린 한반도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표 Ⅳ-2] 참조).

[표 Ⅰ-1] 남북 산림 협력 현황

구분 사업 주 체 집행액 비 고

민간 

차원

산림녹화

사업

평화의 숲 총 4억 원

남북협력기금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총 13억 원

겨레의 숲(민화협 등 

17개 단체 컨소시엄)
총 25.5억 원

한민족어깨동무 총 6.3억 원

한민족남북한선교회 총 2.5억 원

난방지원

연탄나눔운동 총 3.2억 원

새천년생명운동 총 1.4억 원

서비스포피스 총 1.2억 원

지방

자치

단체 

차원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강원도
총 20억 원 

상당

솔잎혹파리 방제

약품 및 자재 지원 

2001～2007년

양묘장 

조성
경기도

3.6억 원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과 함께 개성

지역 양묘장 조성

(2007～ )

5_ 이 사업은 설악‧금강권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북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솔잎혹파리와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를 위한 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

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10년 백서, pp. 95～

98; 황병일, “다시 찾은 금강산 소나무의 푸르름,”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

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p.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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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주 체 집행액 비 고

정부 

차원

임진강 

수해 방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2000.9.1)
총 24.9억 원

남북협력기금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

회의 합의(2005.8)
총 18억 원

연탄 지원 2005년 초 북측 요청 총 8억 원

양묘장 

조성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

회의 합의(2005.8)
- -

* 출처: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통권 제3호 (현대경제연구원, 2010.2), p. 5.

2. 기후변화협약체제 출범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5월 9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6(이하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

나 기후변화협약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시기 등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1997년 12월 

11일에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자총회가 개최되어 ｢기후변화협약 

의정서｣7(이하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고(부속

서 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국가에 따라 차등하고 있다(부

6_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4년 3월 21일 

발효. 2010년 3월 2일 현재 당사자 수: 194.
7_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5년 2월 16일 발효. 2010년 3월 2일 현재 당사자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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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서 나).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8과 교토의정서9에 가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급부상

하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

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에

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증

진과 국토의 녹색화,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으로서 

녹색성장을 전개하고 있다.10 그리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2010년 1월 13일 법률 제9931

호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동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탄소녹

색성장기본법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범지구적인 관심사인 기

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11 자세한 내용은 뒤

에서 별도로 분석하겠지만 이 법은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감축,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8_ 1992년 6월 13일 서명, 1993년 11월 30일 국회비준동의, 1993년 12월 14일 비준

서 기탁, 1994년 3월 21일 발효(조약 제1213호).
9_ 1998년 9월 25일 서명, 2002년 10월 30일 국회비준동의, 2002년 11월 8일 비준서 

기탁, 2005년 2월 16일 발효(조약 제1706호).
10_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서울: 녹색성장위원회, 2009), p. 24.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라는 개념은 2005년 환경부와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가 공동 주최한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CED)”에

서 우리나라가 주창하여 회의결과인 “서울이니셔티브(SI)”를 통해 처음 채택된 

개념이라고 한다.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법제연구원, 2009), p. 72.
11_ 이 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홍식‧황형준,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법제연구원, 200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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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정비의 필요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및 이를 통한 한반도 녹색성

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런데 북한산림녹화 지원을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분석한 기

존 연구는 대부분 남한 내에서의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문제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한반도 차원

에서의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이행은 아

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2 따라서 남한 내에 머무

르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담론이 북한지역

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관련이 있는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

12_ 기후변화협약 및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 문헌들을 참조. 

김임순,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 도서출판 북스힐, 2009); 신의순‧김호석, 기
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파주: 집문당, 2005); 이연상,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

협약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한승호,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청정

개발체제(CDM)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한편,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제정을 전후하여 이 법을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 제36호 (2009)에 다음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전재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 조홍식‧황형준,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함태성,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의 대응”; 이종영, “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 한상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13_ 같은 맥락에서 손기웅은 상생‧공영의 국가대전략 및 대북정책에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렴하여 재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녹색

성장이 한반도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남북관계도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계‧상생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기웅, “상생‧공영, 

녹색성장 그리고 대북‧통일정책,” 통연협 논단, 겨울 제1‧2호 (통일문제연구협

의회, 200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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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살펴보고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지원이 

갖는 필요성 및 의의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법

적 기반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지원 관련 현행 법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제4장에서 분석

한 현행 남북한 산림협력법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의 예

비연구 성격을 갖는다. 법제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국제

기구 및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산림지원 사례, 산림녹화 지원에 관한 외

국의 입법례 등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화‧발전시켜 별도의 보고서

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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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일차적으로 지원 대상인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지원을 하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산림녹화사업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수

립의 3단계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인데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의 화해‧협력 증진 및 긴장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비정치적

인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사업은 정치적인 분야의 화해‧협력 및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산림녹화 지원

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

다. 북한 차원, 남한 차원, 통일대비 차원의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필요

성 및 의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1. 북한 차원

첫째,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지원은 북한의 산림 복구 및 북한 산림 

황폐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산림녹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림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산림

에는 생명의 원천인 무기물과 미생물들이 자라며 우리의 삶을 보다 풍

요롭게 해주는 생물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산림은 물탱크, 즉 녹

색댐의 역할을 하고 산림의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지구온난화

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와 각종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반면 산

소를 생성한다. 그 밖에도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국토



12 _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 법제 개선 방안 비연구

경관을 형성하며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14 

북한도 산림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북한은 산림법을 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 북한 산림법15은 산림조성과 산림보호, 산림자

원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산림경영사업을 지도‧통제하고 있다.16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홍

보하고,17 나무심기의 중요성, 산림조성방법과 관리 기술 등을 교육하

고 있다.18 1993년 3월에는 산림 조성과 수종 교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1999년에는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 주관 하에 15만 5,400여 헥타르의 산림 조성 계획을 추

진한 바 있다. 2001년 10월부터는 ‘산림 조성 10개년 계획 기간’(2001～

2010)을 수립하고 매년 15만 헥타르의 산림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14_ 산림청, ｢제65회 식목일 참고자료｣ (대전: 산림청, 2010), pp. 10～12.
15_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 1999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 제1012호로 수정보충, 2001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626호로 수정보충, 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

호로 수정보충.
16_ 북한 산림법은 제1장 산림법의 기본, 제2장 산림조성, 제3장 산림보호, 제4장 산

림자원의 이용, 제5장 산림경영사업의 지도통제 등 5개의 장과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산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욱, “북한의 산림법제에 

관한 연구,” 2008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I) (서울: 법제처, 2008), pp. 203～

250 참조.
17_ 예들 들어 로동신문,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노력,” 2007년 3월 19일; 

로동신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 2007년 4월 16일; 로
동신문, “환경보호는 인류 공동의 절박한 과제,” 2007년 6월 5일.

18_ 필자미상, “나무심기에서 알아야 할 몇가지,” 조선녀성, 제6호, 통권 제487호 

(1996), p. 39; 필자미상, “나무심기상식 몇가지,” 조선녀성, 제3호, 통권 제514

호 (2001), p. 30; 필자미상,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천리마, 제1

호, 통권 제584호 (2008), p. 102; 필자미상,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천리

마, 제10호, 통권 제581호 (2007), p. 101.



Ⅰ

Ⅱ

Ⅲ

Ⅳ

Ⅴ

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의 필요성과 의의_ 13

있다.19 이 밖에도 북한은 환경보호법, 환경영양평가법, 국토환경보호

단속법 등 산림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법은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파괴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과 질서를 규율한다고 규정하고(제9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제2장: 제10조～제18조), 

환경오염방지(제3장: 제19조～제37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

제(제4장: 제38조～제50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북한의 산림은 황폐한 상황이다. 북한의 산림면

적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Ⅱ-1] 참

조). 식량증산을 위한 산지의 농지 전용,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기 위한 

무분별한 땔감 채취, 수출용 목재, 산업용재 등을 위한 과도한 벌채 등

으로 북한 산림이 황폐화되었으며 산림병해충, 산불 등의 산림재해와 

황폐된 산림에서의 토사유출 및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인해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20 특히 북한 인구가 밀집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도시와 취락 주변의 산림은 대부분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그림 Ⅱ-2]는 

북한의 산림이 예전에 비해 더 황폐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산림은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복원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황폐화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22 

19_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의왕: 에너지경제

연구원, 2009), p. 20.
20_ 산림청, ｢제65회 식목일 참고자료｣, p. 99.
21_ 박종화,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태조사,” 북한산림녹화

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 83.
22_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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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북한 산림 면적의 축소 추세

* 출처: 박종화,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태조사,”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 81.

[그림 Ⅱ-2] 북한 산림황폐화 현황: 1970년과 1988년의 비교

산림면적 감소: 9,773천 ha (1970년) ⇒ 7,552천 ha (1998년), 2,221천 ha 감소

* 출처: 윤여창‧박미선, “북한산림녹화와 기후변화대응,”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

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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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 

생존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고무적이다. 북한은 산림황폐로 인해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과 재해 

방지 시설이 취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100년간 북한지역 온도는 1.9°C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구 평균 온난화 

속도(0.74°C)보다 2배나 큰 것이다. 온난화로 인해 1990년대는 관측 

이래 가장 적은 강수량으로 전력생산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커다란 악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연간 강수량 감소와 달리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역성 폭우 강도가 세지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증대로 이어져 식량난 가중을 초래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주거지 주변 산림 황폐로 식수원 부족 및 주거지 환경 

악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23 

2. 남한 차원

첫째, 기후변화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대비한다는 측

면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의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다. 현재 우리나라

는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

과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요구하고 있다.24 또한 2013년 이후부터는 감

23_ 산림청, ｢제65회 식목일 참고자료｣, p. 100.
24_ “온실가스 감축목표,”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검색일: 201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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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북한산림녹화 지원이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토의정서 상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

어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

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청정개발체제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

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25 따라서 현재의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는 우

리나라가 북한에 산림녹화를 지원한다고 해도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체제가 개정되어 우리

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당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청정개

발체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지원을 온실가스 감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청정개발체제는 향후 한반

도 녹색성장 전략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청정

개발체제’(KCDM: Kore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추진을 

제안하는 견해가 있다.26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25_ 현재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

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크슬로바크, 덴마크, 구주경제공동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

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

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26_ 손기웅, “상생‧공영, 녹색성장 그리고 대북‧통일정책,” pp. 13～14. 



Ⅰ

Ⅱ

Ⅲ

Ⅳ

Ⅴ

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의 필요성과 의의_ 17

[그림 Ⅱ-3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출처: “온실가스 감축목표,”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검색일: 2010.3.15).

둘째, 사회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남한 내의 소위 남남갈등

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09년 10월 19일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는 2010년 1월 18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보

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를 2010년의 핵심프로젝트로 제시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북한산림녹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27 북한

산림녹화 지원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구분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추진

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다.28 북한산림녹화 지원사업의 보수-진보 공동

참여는 우리 사회 다른 분야의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로 이어질 수 있다. 

27_ 사회통합위원회, 2010년 1월 18일 보도자료.
28_ “北 산림녹화 지원은 실용‧중도 프로젝트,“ 연합뉴스, 2010년 3월 28일, <www.

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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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대비 차원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첫

째,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통일 후 우리 국토를 미리 관리‧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의 경우 동독

지역의 산림훼손이 심각하여 1989년의 경우 동독 전 산림의 54.3%가 

손상당하였다고 한다.29 그리고 독일 통일비용 중 20%가 환경복원비

용이었다고 한다.30 북한 산림 복원은 통일 이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둘째, 또 다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것

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서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제

도 가운데 하나인 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란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모든 경제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의 감축

이나 흡수원에 의한 인위적 제거량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부

터 발생하는 배출량의 감축단위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거나 그들

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협약 부속

서 I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에게 적용된다.31

배출권 시장 규모는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

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가 2004년 5억 달러, 2006년 300억 

달러,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29_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서울: 늘품플러스, 2009), p. 147.
30_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p. 2. 
31_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당사자는 [각주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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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2013년 이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북한지역에 산림녹화를 해 두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경우 배출거래권 제도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르는 비용

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이 기후변화협약 부속

서 I의 당사자에 포함되게 되면 배출거래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

는데 통일 이전에 산림녹화를 해 두면 통일 이후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단위를 절감할 수 있다. 산림녹

화가 더 진행되어 온실가스 감축잉여분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에는 통일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잉여분을 다른 선진국에 거래하여 수

익을 얻을 수도 있다.32

32_ 앞에서 언급한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더불어 공동이행제도의 3가지 

제도를 흔히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 또는 유연성조치(유연성체계)

라고 한다. 교토 메커니즘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

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

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제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말한다. 김하연, “교

토의정서와 CDM,” 에너지관리, 통권 제393호 (에너지관리공단, 2009.2), p. 

96. 그러나 이 제도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 속해있는 ‘선진국들’ 사이에 적용

된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한 사이에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통일이 

되면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통일 한국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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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추이

*출처: 김임순,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북스힐, 2009),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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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시행은 법제도의 시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본 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지원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

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헌법, 국제조약, 법률의 3가지 범주로 구

분하여 살펴본다.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기후변화협약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

력기금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상으로 한다. 

1. 헌 법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

4조 평화통일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산림녹화 지원의 지리적 대상인 

북한지역은 헌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에 포함

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산림녹화 지원 정책은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

화적 통일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통

일 지향’과도 부합한다.33 아울러 산림녹화 지원 대상의 인적인 범위와 

33_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이 충돌한다는 견해들이 있으나 필자는 이 두 조항은 

상충되지 않으며 양자 모두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 지역에

까지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와 목표의 근거가 되고 평화통일조항은 

국제법상 무력의 행사나 무력의 위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

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통일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도회근, 남북한관계와 헌법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9), 

pp. 13～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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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

1항도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헌법적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북한 주민

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되고, 따라서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

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도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헌법적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동 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필요하다.

2. 국제조약: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

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

로 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제2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당사자는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

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견‧방지 및 최소화하고 그 부정

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완화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제3조 제1항 및 제3항). 이를 위한 조치로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

사자에게 해당되는 10가지 공약(commitments)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데 산림과 관련해서는 생물자원‧산림‧해양 등의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과 적절한 보존 및 강화의 촉진과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제4조 제1항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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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로서 동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약들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1항 (d)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

진 및 적절한 보존 및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이 조항에서 공약으로 요구하고 있

는 상호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은 모든 당

사자에게 ‘공통적이면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자국의 특수한 국가적, 지역적 개발

우선순위‧목적 및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산림녹화를 지원함에 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원용될 수 있다. 

북한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이다.34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공약

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 점에서 북한산림녹화 지

원은 북한의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이 어느 

하나의 특정 국제조약을 이행한다고 해서 국제법 준수 수준이 대폭 향

상된다거나 북한의 국가 수준이 높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의 국제조약 이행은 다른 국제조약의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것은 다시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

국에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져 외자유치, 대외개

방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

더라도 북한의 국제조약 이행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4_ 1994년 12월 5일 승인하였다. 참고로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형태로 비준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달리 북한은 조약법에 비준과 함께 ‘승인’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북한 조약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체약 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내각이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는 2005년 4월 27일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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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률

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은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

조). 동 법률은 정부가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

여 노력할 것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

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동 법률은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지원은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증진 및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

주의와 동포애 차원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의 상

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

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3조). 협력사업35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

35_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

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

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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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마

찬가지이다(법 제17조의2).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

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법 제1조). 남북협

력기금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

력기금이 설치되었다(법 제3조). 

[표 Ⅰ-1]의 산림분야 남북한 협력사업과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및 

집행의 근거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위 조항들에서 찾

을 수 있다. 

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

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제1조).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탄

소 사회 구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이행 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 산림협력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

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고, 북한의 산림 복구 및 황폐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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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통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

으며, 산림분야의 남북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고 있

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

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제2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

전략 추진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

고,36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

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37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3항). 여기서 ‘국정의 모

든 부문’이 뜻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정의 모든 부문’

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산림정책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해 북한산림녹화 지원 및 남북한 산림협력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 이행의 일환이 될 수 있다. 

36_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

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이하 생략).
37_ 바이오매스(Biomass)란 원래 생물생태학 용어로, bio(생물)+mass(물질, 양)가 

합성된 용어이다. 우리말로는 생물량 또는 생체량으로 표현된다. 이 중 산림에서 

나오는 나무의 줄기뿌리, 잎 등이 산림바이오매스이다.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

인가,” 산림청 기후변화와 산림<carbon.forest.go.kr> (검색일: 2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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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및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 산림협

력 분야의 법제 내용을 살펴본다. 크게 남북합의서와 법률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경우에는 하위 

규정인 통일부장관 고시들이 다수 있는데 산림협약과 관련하여 필요

한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남북한 산림협력 분야 

현행 법제를 평가한다.

한편, 남한의 산림법령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이므로 남한의 산림법령

들도 북한지역에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림기본법은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38 그러나 입

법관할권과는 별도로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고 북한도 유엔에 가입하

는 등 국제법상 국가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림법

령의 현실적인 적용범위는 남한 지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남북합의서

가.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환경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합의

38_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①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⑤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⑥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⑦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⑧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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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제4항).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6‧15 남북공동선언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밑줄 강조).

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북은 2005년 8월 18일～19일 개성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

차 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산림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

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2007년 10‧4선언과 후속 합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합

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에서 

남북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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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5. (생략)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밑줄 

강조). 

10‧4선언에서 남북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동년 11월 14일～16일 서울에서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이하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북

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

기로 합의하였다(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제3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략)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생략)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0‧4선언에서 남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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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10‧4선언 제5조 제7항). 그리고 제1차 남북총

리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동년 12월 4일～6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

의하였다(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제3조 5). 이 합의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생략)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

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

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

의서 제6조 제3항). 이 합의에 따라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

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산림녹화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사리원지역 양묘장 조성, 이를 위한 공

동조사, 산림병해충 피해방지를 위한 공동 조사와 구제, 농약 및 설비 

등의 제공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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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제2조 남과 북은 환경보호산림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묘장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

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

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

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법 률

가.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북한산림녹화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않다.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은 한반

도 평화증진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39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규정하

고 있는 제7조,40 민족동질성 회복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41 북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39_ 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①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

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

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40_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41_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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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증진 조항,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조항, 민족동질성 회복 조항은 추

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 강해 북한산림녹화 지원에 구체적으로 적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10조는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

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산림녹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

거로 원용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항은 인도지원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산림녹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

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산림녹화 지원을 넓은 의

미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좁은 의미의 

인도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10조 역시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로 하여금 ①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

향, ②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③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④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남

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3조). 이에 따라 2007년 11월 29일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통일부 공고 제2007-55호)이 공고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전략목표로 

① 한반도 비핵화 실현,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④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⑤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

결, ⑥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⑦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

반 강화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의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표 Ⅳ-1]과 같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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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북한산림녹화 지원 관련 내용

Ⅳ. 전략목표와 추진계획

3.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다. 추진과제

2. 새로운 경협사업 추진

 임업 협력

◦ 산림자원 생산 확대: 양묘장을 조성하여 묘목 생산을 확대하고 황폐지 

산림 복구 등을 추진함.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북한의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종합방제계획을 수립함.

◦ 황폐지 복구와 홍수관리: 산지사방 복구사업 추진 및 임진강 등 남북공

유하천 공동관리체계를 확립‧운영함. 남북의 

산림자원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여 산림복구

계획을 수립함.

◦ 연료림 조성 지원: 조림복구사업 효과를 높이고 북한 지역의 생활연료 

지원을 위해 연료림을 병행하여 조성함.

나.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과 통일부장관 고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은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함께 여러 가지의 통일부장관 고시들로 구성되어 있다.43 북한산림녹

42_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 p. 25. 한편, 정부는 2010년 2월 

25일 2010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2008～2012) 변경안｣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그 이유로 ｢제1차 남북관계 발

전 기본계획(2008～2012)｣은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으나, 2008년 초부터 북한

의 남북대화 일방중단 등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

세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기본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통일부, 2010년 2월 25일 보도자료.
43_ 통일부, 2009 남북교류협력법규집 (서울: 통일부,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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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언급할 수 있다.44 

( 1 )  남북교류협력법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일

정한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협

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

북교류협력법 제17조).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력사업

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

다(법 제17조의2).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 2 )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은 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②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③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

원 또는 융자, ④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

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44_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부록 1],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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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

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⑤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

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⑥ 차

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⑦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된다(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북한산림녹화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위의 7가지 

가운데 ⑤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동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

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과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동 규정은 대북지원사업

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산림복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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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45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남

북협력에 필요한 지원자금의 신청(제9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

원자금의 규모(제10조), 지원자금의 용도(제11조), 지원자금의 집행절

차(제12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제15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4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동 규정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제1조). 기금의 종류는 1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자금’ 또는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제7조). 여기서 ‘인도적 지원자

금’이란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

구호, 개발지원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말하며,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란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

의 지원 또는 융자”를 말한다.

45_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

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

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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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5. (생략)

16.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

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이하 “인도적 지원자금”

이라 한다)

17. (생략)

18.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이하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인도적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①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②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 개선, ③ 북한의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 구호, ④ 북

한주민의 보건‧의료환경 개선, 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⑥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

행하는 자이다(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1조). 북한산림녹화 지

원은 홍수피해 방지 및 이로 인한 식량문제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에

서 ①, ③ 및 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소극적

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⑥에 의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원대상 가운

데 ①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의하는 경우, ② 

북한의 아동, 노령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북한에 제공한 물자 등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④ 이

재민 구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통일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남북협력기

금 운용관리규정 제52조). 북한의 산림황폐지는 ②의 취약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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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 지원은 ④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운

용관리규정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지원절차(제8조), 기금의 집행(제9

조), 사용결과 보고(제10조),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제12조), 기금

의 평가(제12조의2) 등의 규정을 두어 기금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

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기후변화대응 정책,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9조 제2항). 녹색성

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전인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10대 정책방향과 50대 실천과

제가 제시되어 있다. 10대 정책방향 가운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

린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10대 정책방향과 50대 실천과제 가운데 

산림녹화와 관련되는 내용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녹색성장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과 50대 실천과제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①-1. 탄소가 보이는 사회

①-2.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①-3.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①-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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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②-1.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 구축

②-2.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②-3. 원자력 공급능력 확충

②-4.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③-1.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③-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③-3.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③-4.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③-5. 기후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③-6.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

③-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p. 56.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와 같은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의 추

진전략으로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에너지 협

력과 생태‧환경 벨트 구축을 통한 그린 한반도 구현, 남북 공동의 기후

변화대응 및 감축전략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

면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추진전략

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여

-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공유하면서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

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 개선사업으로 우선 추진

※ 북한 조림 면적: (’13) 5만 → (’30) 80만 → (’50) 280만 ha

- 산림복구사업을 CDM 사업과 연계,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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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협력과 생태‧환경 벨트 구축을 통한 그린 한반도 구현

-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에너지협력 추진

-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 ‧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

트 구축

▶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대응 및 감축전략 마련

- 이상기후에 대비, 임진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서로가 윈윈 

(Win-Win)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체계 구축

*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p. 6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또한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제38조),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

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40조), 기후변화대응의 목표관리(제42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제45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

응대책 추진(제4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산림‧녹지의 확

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46 그리고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46_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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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Ⅲ

Ⅳ

Ⅴ

남북 산림 력 련 법제 황과 문제 _ 45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제55조 제3항).

3. 소결: 남북한 산림협력 관련 법제 평가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10‧4선언과 후속 남북합의서 등에서 포괄적으로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에 합의하였고 남북한 산림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산림녹화, 병해충방

제, 양묘장 조성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산림협력에 대한 남북 

간의 기초적인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추진하

기로 하였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한 산림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로 원용

될 수 있지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산림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 자체에는 남북

한 산림협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및 통일부장관 고시인 인도

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리규정은 남북한 산림협력사업의 요건과 절차, 남북협력기금의 대상

요건과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산림복구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

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이 인도적 지원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법에서 가장 핵심

적인 내용은 기금 지원의 조건, 절차, 방법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46 _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 법제 개선 방안 비연구

한 내용들을 통일부장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에 있어 

문제가 없지 않다. 

넷째,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의 남북한 산림

협력사업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녹색성장국가전략에도 포함되어 있

다. 남북관계발전법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이고,47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48 아울

러 사회통합위원회도 북한 산림복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2장에

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산림협력이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지기 때문에 통일부, 녹색성장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및 기타 행정부

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협력은 필요하

지만 명확한 역할 분담이 선행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남북한 산림협력 

정책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현행 남북한 산림협력법제는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위한 남

북협력기금 집행 및 협력사업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중심으

로 되어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체제상의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것과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의 법제 개선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

47_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 제1항).
48_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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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은 북한 차원, 남한 차원, 

통일대비 차원에서 필요하고 각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제2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

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의 방향도 남한 차원과 대북 차원, 통일 대비 차

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남

한 산림법제의 개선 방향, 대북 산림협력법제의 개선 방향, 통일대비 

차원에서의 법제 대응 방향의 3가지로 구분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의 

방향을 살펴본다.

1. 남한산림법제 개선 방향

가. 기후변화협약체제 대응

첫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

다. 남한에서는 현재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

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사방(砂防)사업법, 소나무재선

충병 방제 특별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의 산림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기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과 역할

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을 대내외에 표방하는데 있어서 상징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관련 법령들이 표방하고 있는 산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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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적 기능에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

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

림기본법 제17조49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기능을 명시하여 산림

의 취급에 있어서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50 

둘째, 산림흡수원에 대한 특별법제정 내지는 현재 시행중인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동 협약의 모든 당사자에게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과 적절한 

보존 및 강화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1항 

e). 또한 부속서 1에 포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소를 강화함으로써 기후변

화의 완화에 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제2조 제2항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

법은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

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55조 제3항). 이와 같이 산림흡수원의 확보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한 

산림관련 법령으로는 기후변화협약체제상의 유연성조치인 배출권거

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51 이들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

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현재 시행중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49_ 산림기본법 제17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

재해방지 및 휴양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0_ 김태원, “한국 산림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p. 92.
51_ 위의 글,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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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하여 산림흡수원 확충에 관한 내용들이 포

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에서 이행한 온실가스감축실적을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절

차에 따라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서 온

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52 그러나 

감축실적에 대한 등록이 차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하

는 때에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와 연계하여 거래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05년 9월 30일 ｢프로젝트-메

카니즘에 관한 법률｣(Projekt-Mechanismen-Gesetz)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기업에 의하여 국제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배출권을 발급받기 위한 프로젝

트의 개발과 실행, 국제배출권거래의 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53 독일과 같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국내에서 이행한 온실가스감축실적을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절차

에 따라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인 보장을 통해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54 

52_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① 정부는 에

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

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_ 이종영, “독일의 청정개발체계(CDM)에 관한 법률,” 토지공법연구, 제436집 

제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2), pp. 309～310. 
54_ 위의 글,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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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색성장을 반영한 국토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목적 가운데 하나인 녹색성장에 필요

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에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조 참조) 국

토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향에

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국토기본법에 녹색성장의 이념이 추가되어야 한다. 저탄

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

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하고 있

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녹색성

장의 개념 속에는 경제와 환경의 두 가지 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1조는 이 두 가지 축을 ‘녹색생활’과 

‘지속가능발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동 조 제1항은 “정부는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

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

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녹색국토를 조

성하기 위한 시책마련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의 기본이념은 ‘국토의 지속가능성’으로서 녹색성

장 개념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경제 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에 포괄될 수 있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 제2조는 

“국토는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의2 제1항은 “…국

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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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

선 적용된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현행 국토기

본법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합치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

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핵심개념인 녹색성장이 국토기본법에 반영되도

록 해야 한다.55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

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

합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2항).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도

시기본계획에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토의 이

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제2조 

제2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국토계획법 제19조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⑦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및 ⑧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녹색성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의 내용이 관련 법률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5_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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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녹색성

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56

2. 대북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향

가. 산림협력분야 남북합의 구체화

남북한 산림협력분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의 체결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유

는 기존의 남북간 산림협력 합의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

이다. 그 형식에 있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또는 접경

지역의 이용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합의서57를 체결하고 산림분야 

등 각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 또는 환경합의서를 체결하

지 않고 별도의 산림협력만을 규율하는 내용의 가칭 ｢남북산림협력합

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산림녹화

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나. 산림협력 법체계 및 규율 내용 정비

북한 산림녹화 지원 관련 현행 국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법률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유일하

56_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pp. 85～86.
57_ 구 동서독의 경우 1987년 9월 8일 환경분야의 기본합의서인 ｢환경보호분야에서 

포괄적인 관계 형성에 관한 동서독정부간 합의서｣(Regierungsvereinbarung DDR/

BRD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beltschutzes), 이른바 환경보호기본협정(Umbeltschutz-rahmenabkommen)이 

체결되었다.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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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법은 남북의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 

대북인도적지원 등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들

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공동체통

일방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가칭 ｢남북교류협력기본법｣과 부문별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58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 

산림녹화 지원과 관련하여 순수한 의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헌

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및 통일부장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협

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및 협력

기금에 관한 내용들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의 지속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도지원만을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은 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②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대북 인도

적 지원 사업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58_ 장명봉, “중국·대만(양안) 교류협력법제에 관한 고찰-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과 

관련하여,” 2004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4), p. 77, 79; 제성

호 외 7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16～117. 참고로 중국-대만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는 대만의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관계조례를 비롯하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

화교류협력, 인적교류별로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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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은 그대로 둔 채 남북협력기금법만을 개정하는 

방안, ④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폭 손질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이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지

원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 ⑤ 현재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북산림협력 관련 내용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통일부

장관 고시로 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산림녹화사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금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 제12조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제3항은 “국가는 … 녹색성장의 정착‧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녹색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법

률은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기능 증진과 해외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일명 

“녹색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제58조).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자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있고(제61

조), 녹색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해외산림지원사업을 수행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두고 있다(제62조). 법적인 측면

에서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외’산

림자원조성을 전제로 하는 동 법률을 북한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칭 ‘북한녹화사업지원기금’ 또는 ‘북한녹색기금’ 제도를 신설하여 녹

색기금제도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심의기구와 집행기구를 두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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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그 내용은 앞의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 현행 법제를 개정하는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북산림정책 추진체계 조율

통일부, 녹색성장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산림청 기타 행정부처 등 

여러 기관이 관여되어 있는 대북산림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

도록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 기관의 역할이 

조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녹색성

장위원회에 통일부장관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도 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

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

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5조).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통일부장관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59 물론 녹색성장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60 

그러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에 배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61 

59_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정부측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은 기

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장이

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60_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

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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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녹색성장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가 있다(법 제5조 제1항). 광역지방자치단체

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

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1

조 제1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은 지역적으로는 평양에, 분야별로는 

농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 점에서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

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 다양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

다.62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또한 북한의 

특정 지역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북한 산림

녹화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한의 지방자치

단체와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간에 산림복구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체

결하여 북한 산림녹화 지원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

요도 있다. 그리고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 강원

도 간에 체결한 교류협력합의서에는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포

함되어 있다.63 반면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농업분

61_ 정부조직법 제26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2_ 김정수, “토론문,” 북한산림녹화, 어떻게 할 것인가? (겨레의 숲 제2차 산림포

럼 자료집, 2010.3.29),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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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만 한정하고 있어64 북한 산림녹화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

정이 필요하다. 

3.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대응 방향

가. 북한과의 조림CDM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 우리측 자산 동결 조치,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해 남북 

간의 CDM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하여 남북 간의 

조림CDM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CDM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자발적 

CDM 사업에 참여하며, 국가 CDM 사업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를 설립하여야 한다.65 북한은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08년에는 국가승인기

구도 설립하였다.66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는 조림CDM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DM 사업 

63_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10년 백서, pp. 95～99.
64_ 위의 책, p. 100.
65_ 김하연, “교토의정서와 CDM,” p. 98. 
66_ 북한의 국가 CDM 사업승인기구는 북한 ‘국가환경조정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DNA 사무총장은 리흥식으로 알려져 있다.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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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는 제도적인 장치 외에도 재정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 인

적자원 능력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즉, CDM 사업 추진에 필요

한 재원조달이나 필요한 기술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사업을 개발하고 

등록‧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67 

CDM 사업의 대상 여부는 대상사업의 추가성(additionality) 확보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68 우선 환경적인 추가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즉, 청정개발체제의 개별 사업(프로젝트)에 의한 배출감축량은 실질적

이고 측정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효과적이어야 하고, 

그 사업이 없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이어야 한다(교토의정서 제

12조 제5항 b, c). 현재 이 환경적 추가성 요건만을 고려할 것인가 아

니면 여기에 추가하여 재정적 추가성(financial additionality)까지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69 따라서 조림CDM 사업추진

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CDM 대상사업의 추

가성 요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편,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림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황폐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림CDM 사업비

용 가운데 사전준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1%나 된다고 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사전 준비 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북한 황폐지 조림

CDM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70

67_ 노동운, “국토관리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CDM) 도입과 적용가능성,” 국토, 

통권 제318호 (국토연구원, 2008.4), p. 27
68_ 김하연, “교토의정서와 CDM,” p. 97. 
69_ 이종영, “독일의 청정개발체계(CDM)에 관한 법률,” pp. 301～302. 
70_ 한기주‧윤여창,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림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임학회지, 제96권 제3호 (한국임학회, 2007),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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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림CDM 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의 법제 환경 개선

조림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차원의 대비뿐만이 아니

라 북한의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CDM 사업이 전무한 상태이다.71 북한내 CDM 사업을 위

한 관련 제도나 법뿐만 아니라 승인 기준이나 지침, 절차 등이 아직 수

립되지 않았다. 승인 제도나 지침이 CDM 사업 등록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CDM 사업 승인 기준이나 지침, 절차 없이는 투자자의 CDM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CDM 사업을 추진하

려면 CDM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등록 요건 등에 대한 법제도적

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72 

다. 대북 투자환경 개선

남북관계 차원에서 CDM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보호

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고 남한 주

민 및 기업의 대북투자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투자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림CDM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CDM 사업

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민간의 대북투자를 저해하는 요

인들로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정보부족, 투자의 하부구조 낙후, 고급인

력의 부족, 통신의 문제, 기업경영의 제한과 같은 점들이 거론되고 있

다.73 따라서 민간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71_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p. 127. 남한은 

2009년 10월 현재 34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72_ 북한의 CDM 사업 환경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pp. 127～150, 특히 pp. 137～

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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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 및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00년 12월 16일 체결되어 현재 남북한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

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투자보장합의서

를 보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투

자보장합의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명

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조의 투자자산의 개념과 범위, 

제2조 제1호의 ‘각자의 법령’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투자

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금강산관광지

구내 우리측 투자자산 동결조치에서 보듯이 투자자산을 둘러싼 분쟁

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실효적으

로 정비하여야 한다.74 

이와 함께 남한주민 및 기업의 투자여건 및 인적왕래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이 가칭 ｢남한동포투자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협의·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75 이 법을 제정하는 경우 중국의 대만동포투자보호법

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중국은 1994년 3월 5일 대만동포의 투자보호를 

위해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에서 통과시켰으며, 같은 날 주석령 제20호로 공포·시행하였다. 중국

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은 모두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만동포의 대륙투자를 보호, 장려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과 다른 외국인

73_ 이충호, “북한의 투자환경과 대북투자 진출방안,” 지역개발연구, 제7권 제1호 

(조선대, 2002), pp. 158～160.
74_ 박덕영‧강승관,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통상법

률, 통권 제92호 (법무부, 2010.4), pp. 137～140. 
75_ 최은석, “중국·대만(兩岸)교류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 북한법

연구, 제9호 (북한법연구회, 2006),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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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76 

이상과 같은 일련의 노력으로 대북투자여건이 개선되면 국제 투자

자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77 

76_ 중국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과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이규창,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협력사업 및 내

부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통일부 용역결과보고서, 2008), 제8장 참조. 
77_ 박찬봉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에 나설 경우 국제 투자자들과 국

제금융기구들도 따라 나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찬봉,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외교, 제86호 (2008.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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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

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이

라 한다)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

업”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

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업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

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

춘자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

에 한한다)과 1년 이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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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 3 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소개서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

3. 제2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정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인등기부등

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

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물품이 단일지역에서 분배

되는 단순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첨부

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

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

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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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

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

은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가 있는 경우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

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북한주

민접촉, 북한방문, 물품반출입 등에 한한다)이 없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

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협력사업 승인신

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추진경위

나. 주요내용

다. 세부 추진계획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마. 기대효과

2. 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

(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0 _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 법제 개선 방안 비연구

3. 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의 명칭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

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

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

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

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 7 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

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

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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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

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

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 9 조 (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

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 제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

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10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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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

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

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5. 북한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6.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

원사업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

는 경우

④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

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

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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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

위 등

⑤ 기금의 지원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당 연 1회

에 한해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

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

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지원자금의 용도) ① 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

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3.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8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 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

할 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

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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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

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 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

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

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

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

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

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이하“물품 등의 계

약”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

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 결정전 자체재원 선투입 등 사업추

진 과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

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7.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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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

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기금지급 신청 및 관리를 위하

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2조에 

따른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

과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기금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

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

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

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

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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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

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

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

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

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①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

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

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운송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

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제2항 각호

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9. 9. 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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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필요한 부분 발췌)

제 1 장  총  괄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

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 (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

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영 제15조 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

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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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위탁수수료)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

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 (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

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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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하 “남북교역‧경협보

험”이라 한다)

6.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

하 “경제협력사업자금지원”이라 한다)

7.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9.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10.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

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

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1.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

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

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

이라 한다)

1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

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

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4.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5.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교류에 

소요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이하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이라 한다)

16.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

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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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융자(이하 “인도적 지원자금”이라 한다)

17.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

는 융자(이하 “북한 비핵화 지원자금”이라 한다)

18.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

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

의 지원 또는 융자(이하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

금”이라 한다)

제 8 조 (지원 절차)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

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금 종류에 따라 별지 서식에서 정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

탁관리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 및 기

금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제

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사

용자에게 지원방침을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사용자

로부터 기금 집행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9 조 (기금의 집행)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실제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기금

을 집행한다.

② 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받은 비

목별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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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범위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

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

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

7조 제5호 내지 제7조 제14호의 지원 등 자금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금의 집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의해 

개설한 예금계좌에 지원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기금사용자는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10조 (사용결과 보고) 

① 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이 확정

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서식에서 정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지원은 예외로 한다.

1.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업 시행후 또는 자기자금 우선 사용후 정산지급 방식

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금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은 해당 기금사용자를 

기금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기금지원을 받은 후 지원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수익금의 과소 예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제1항

의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

출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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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기금사용자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통화) 기금지원 통화는 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통일부

장관이 지원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지원제도‧기금지원에 대한 

심의, 기금사용결과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기금관리심의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된다.

③ 그 밖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에 사항은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 2 (기금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

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협력기금 평가

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 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

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단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

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채무의 조정)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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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

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

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나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

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10 장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제 2 절  인도적 지원자금

제51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인도적 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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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2.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 개선

3. 북한의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 구호

4. 북한주민의 보건‧의료환경 개선

5.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2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51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의하는 

경우

2. 북한의 아동, 노령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북한에 제공한 물자 등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

는 경우

4. 이재민 구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인도적 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

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

교류지원자금”은 “인도적지원자금”으로 본다.

제 4 절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

제57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해 제48조, 제51조, 

제54조 이외의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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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의 지원

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

자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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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필요한 부분 발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

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

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

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

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

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

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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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

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

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

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

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

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

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

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

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

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

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

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

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

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

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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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

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

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

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

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 3 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

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

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

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

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

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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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

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

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

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

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

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

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

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 4 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

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

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

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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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

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

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8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

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

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

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

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 9 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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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

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

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

우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

(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

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2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

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

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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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4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

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

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

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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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한다.

⑧ 제4항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

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

용에 관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

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

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8조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호의 원

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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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

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

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

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

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

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

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

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

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

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

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

스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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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

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

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

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

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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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

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

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

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

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관리업체는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5항에 따른 목표에 미

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

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⑨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

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

여야 한다.

⑩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

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⑪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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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

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

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

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

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

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6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

될 우려가 있는 제42조 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

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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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

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

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

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

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

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

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

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

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6 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4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

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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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

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

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

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

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

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50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

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

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

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

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

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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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

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

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 (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

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

획‧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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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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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에

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

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

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

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

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

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9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

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

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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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6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의 장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

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 (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

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

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

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2조 (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 국가전

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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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42조 제6항‧제9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2조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 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 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_ 105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한 북한의 인식과 응  김수암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응  성훈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  10,000원
2007-07 북‧  경제 계 확 와 응방안  최수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략  허문  외 공  10,000원
2007-09 북한군 의 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 변화  정 태  6,000원
2007-10 평화번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  외 공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심으로  정 태 외 공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응 략 김국신 외 공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외 략  북 략 배정호  6,000원
2007-14 국의 북 정책과 2‧13합의에 한 입장 최춘흠  5,000원
2007-15(Ⅰ) 남북 력과 동북아 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 10,000원
2007-15(Ⅱ)-1 동북아 지역 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  10,000원
2007-15(Ⅱ)-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 10,000원
2007-15(Ⅱ)-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連係 김규륜 편  10,000원
2007-15(Ⅱ)-4 東北亞區域合作的新聯係 김규륜 편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력방안 연구 김 윤 외 공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 력방안 연구 조한범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변화 망 이 순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  최진욱 외 공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한 남북 경제 계 발 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통행‧통신‧통 〕개선  정착 방안 연구 김 윤 8,000원
2008-04 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북 략 배정호 외 공  10,000원
2008-05 국의 한‧  FTA 추진의도와 남북 계에 주는 함의 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 라 구축 연구 박 호 외 공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망  외 공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  외 공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략: 이론과 실제 이 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한 한‧미 략  력에 한 연구 성훈 7,500원



106 _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 법제 개선 방안 비연구

2009-02 세계경제 기와 미‧ 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외 공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략  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환을 한 략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력 략 배정호 외 공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북정책 방향 박형  외 공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략: 목표, 기본방향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한 략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  6,500원
2009-10 통일 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  외 공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개선 략 이 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 계 탐색연구 조  민 외 공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 : 평가와 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북정책 비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망 6,500원
2009-02 북핵 일 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북정책 성과  향후 추진방향 8,000원

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 보고서) 김국신 외 공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 비 국내NGOs의 역할  발 방향 손기웅 외 공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 력의 인 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 석 외 공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  거버 스의 개선  활성화 방안

(총 보고서) 김국신 외 공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  거번 스의 활성화를 한 이론  

논의와 개념  틀 임성학 외 공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 을 한 외교안보정책 거버 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 스 활성화 방안 함택  외 공 6,000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_ 107

2007-11-05 북정책 참여 거버 스 활성화 방안 성훈 외 공 6,500원
2007-11-06 남북경  거버 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력 거버 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 을 한 로컬 거버 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심으로 양 모 외 공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 스 활성화 방안 박 기 외 공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  거버 스의 모형개발  발 방안

(총 보고서) 김국신 외 공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 력 효율화를 한 거버 스 모형구축 양 모, 이 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 계와 통일정책 거버 스 최진욱 외 공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 의 거버 스 박종철 외 공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한모색(총 보고서) 박형  외 공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황 이 순 외 공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황  추진 략 임강택 외 공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북 활동 최춘흠 외 공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공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활동 장형수 외 공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  추진방안(총 보고서) 임강택 외 공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  략 박형  외 공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 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한 국제 력 방안 장형수 외 공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략과 근방법 양 모 외 공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 보고서) 김국신 외 공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 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  9,000원
2009-16-04 탈냉  이후 국제 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략과 실행계획(총 보고서) 여인곤 외 공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북정책  추진환경과 략 박종철 외 공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  외 공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 순 외 공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108 _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 법제 개선 방안 비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 순 외 공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 순 외 공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 순 외 공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 순 외 공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지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 안과 한‧미 략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 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남북한 계 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남북한 계 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남북한 계 망: 2009～2010 7,000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_ 109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 , 김 윤, 박 호, 서재진, , 정 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 계 망

여인곤, 이 순, 정 태, 조한범, 최수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 순

2007-04 ‘2‧13합의’ 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 태, 최수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내외 정세 분석 정 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 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 국 당세포비서 회｣ 개최 배경과 망 정 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외  북 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내외 정세 분석 정 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 태, 김 윤, 박 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

2008-02 국 11기 국인민 표 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심으로 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 호

2008-05 이명박 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 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남정책 망 최진욱, 박형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 태, , 최수 ,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외 략노선  북 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 정 태, 조정아, 최수 , 박 호, 박형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 정 태, 조정아, 최수

2009-03 북한의 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망  최진욱, , 정 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의원 선거 결과 분석 

2009-05 2008년 북‧ 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 , 정 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



110 _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 법제 개선 방안 비연구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 인 핵폐기 사례 분석      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 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안 박형

2007-05 주변 4국의 북정책 동향과 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 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 을 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론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 계 주요 환경과 개 시나리오  박형 , 허문 , 조  민, 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 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 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

2009-01 신평화구상 실 을 한 략과 과제 김규륜 외 공

2009-02(Ⅰ) 경지역의 평화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 

경지역 평화  이용을 한 이론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

2009-02(Ⅱ) 경지역의 평화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경지역 평화  이용을 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

2009-03 북정책의 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

2009-04 통일 측 시계 구축 박 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략을 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 법제 개선 방안 비연구 이규창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응 비매품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응, 제2권 1호 이 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응, 제2권 2호 이 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응, 제3권 1호 이 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응, 제3권 2호 이 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응, 제4권 1호 박 호,이 순,김수암,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응, 제4권 2호 박 호,이 순,김수암,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_ 111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 , 김수암, 여인곤, 정 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112 _한반도 녹색성장을 한 남북한 산림 력 법제 개선 방안 비연구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

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

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

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 자

(입 일자)

근 무 처

 직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화
내선

화

핸드폰 FAX

자메일

    공 

 

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 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 주: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정
책

연
구

시
리

즈
 10-

01
K

IN
U

 
한

반
도

 녹
색

성
장

을
 위

한
 남

북
한

 산
림

협
력

 법
제

 개
선

 방
안

 예
비

연
구

정책연구시리즈 10-01KINU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李揆昌)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법학 박사(국제법)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자문위원(2010~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09~현재)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2006~2007) 

『북한 국제법 연구』, 공저(한국학술정보, 2009) 

『북한의 국제법관』 (한국학술정보, 2008) 

『북한의 민사법』, 공저(법원행정처, 2007) 

『북한의 형사법』, 공저(법원행정처, 2006)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2010) 

“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출입·체류와 신변안전보장”(2010) 

“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2008) 등 논문 다수

북한산림녹화사업 지원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남
북한 모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
에서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반도 녹색
성장 및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관련이 있는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INU정책연구 남북한.indd   1 2010-06-11   오후 4:48:53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