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장은석 / 산림경영인증실(산림탄소센터) (2018-04-09 14:34:18)
고객과 함께하는 임업파트너 Kofpi for U

한국임업진흥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 타당성평가 편람 및 산림조사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
1. 귀하의 건승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림탄소센터에서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전부개정(2017.11.08.)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타당성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성평가 편람
및 산림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극소규모 사업 추가, 일반․소규모 사업 규모 조정, 운영표준과 사업의 방법론 분리, 비거래형 사업
계획서 양식 간소화, 묶음형 사업계획서 서식 신설 등 (출처: 관보 제19127호 2017. 11.8.)
3. ’18년 산림탄소상쇄 사업자 설명회(3.14.)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개정된 타당성평가
편람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사업부터 적용하고, 새로이 제정된 산림조사 가이드
라인은 내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사업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사업자들께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타당성평가 편람 각 1부(총 6부).
2. 산림조사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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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장
수신자

선임

산림청장(산림정책과장),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환경담당관), ESC, 가람산림기술,
강릉시장(산림과장), 고성군수(산림과장), 양구군수(생태산림과장), 양양군수(환경관리과장), 인제군수(산
림자원과장), 철원군수(환경산림과장), 평창군수(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산림축산과장), 공주시장
(산림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 광주시장(산림농지과장), 괴산군수(산림녹지과장), 구
미국유림관리소장, 금산군수(산림정책과장), 금호타이어㈜, 김천시장(산림녹지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농업회사법인달개비, 대구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 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대일이엔씨기술, 대전교구천
주교회유지재단, 대창제지㈜, 도솔산림산업, 동부지방산림청장,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밀양손씨진사공파유원종중회, 백제산림, 보성군산림(조), 인천광역시 부평
구청장(공원녹지과장), 북부지방산림청장, 사하구청장(산림녹지과장), 산114, 산림조합중앙회장, 산청군
산림(조), 삼성물산㈜에버랜드리조트, 삼척시장(산림과장), 생명의숲국민운동, 서산시장(산림공원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장(조경과장), 세중인터, 속초시장(공원녹지과장), 솔뫼우드산림산업,
송맥산림기술사사무소, 숭의회,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J대한통운, 안산시장(녹지과장), 안
산환경재단, 안진회계법인, SK임업, 엔바이오니아, 영동군수(산림과장), 영림공사, 영월군수(환경산림과
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울산광역시산림(조), 원주시장(산림과장), 웨코스, 유메히노끼㈜, 유한킴벌리㈜,
의성김씨표은공파종중, 이브랜드농업회사, 이숲산림기술사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공원녹지과
장), 인천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자연과사람, 자연사랑, 자연환경국민신탁, 장수
군수(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전의이씨예참공파등강종회, 정광학원, 정선군수(환경산
림과장),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6955부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이브자리, ㈜태은, 인
천광역시 중구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진안산림(조), 진천군수(산림축산과장), 천리포수목원, 천안시산
림(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산림과장), (재)충남연구원장, 충청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 충청산림산
업, 티이씨에이, 파로호느릅마을영농조합, 포천시장(산림녹지과장), 퓨어스카이㈜, 프로랭스, 한가산자연
휴양림개발㈜,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경영인증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한국그린자원㈜, 한국기후
변화연구원장,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산림경제학
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수환경관리연구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전력공사 사
장,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 한솔산림기술사사무소, 한신, 해밀산림생태입지연구소, 현대모비스, 화순군산림(조), 타당성평가위원
귀하, 사업희망자 귀하

장은석

산림경영인증 2018. 4. 6.
실장(산림탄
손석규
소센터장)

협조자
산림경영인증실(산림탄소
(2018. 4. 6.)
접수
센터)-13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58, 세일빌딩 2층 한국임업
우 07569
/ http://www.kofpi.or.kr
진흥원 별관 산림경영인증실(산림탄소센터) (등촌동)
시행

전화번호 02-6393-2745

팩스번호 02-6393-2649

/ esjang@kofpi.or.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세상 한국임업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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