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절차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
증지침」 별지 제7호의 신청서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과학원 고시 별지 제4호 서
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범위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
우에도 동일합니다.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관리 기준은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국제기준이 적용됩니다.
Ÿ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

Ÿ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Ÿ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Ÿ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Ÿ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Ÿ

ISO 14065:2013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기관 지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IAF MD 6:2014 IAF Mandatory Document for the Application of ISO

Ÿ

14065:2013
KS A ISO 14064-1:2006 온실가스 – 제1부 :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

Ÿ

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KS A ISO 14064-3:2006 온실가스 – 제3부 : 온실가스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Ÿ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ISO 14066:2012

Ÿ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팀 및 검증 심사팀에 관한 적격

성 요구사항
※ 지정기준은 다음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Ÿ

관련 법령 다운로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Ÿ

ISO 표준 구매 : ISO 홈페이지(https://www.iso.org)

Ÿ

KS 표준 열람 및 구매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tandard.go.kr)

Ÿ

IAF 문서 다운로드 : IAF 홈페이지(https://www.iaf.nu)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절차는 아래의 흐름도와 같으며, 검증기관으로 지정 및 유지를 위
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표 6의 지정요건 등 사무국에
서 정한 인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기조사 및 입회심사 등을 성실히 수검하여야 합
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증기관의 지정‧관리와 관련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정로고는 기관마크를 사용하나,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에 과학원의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검증기관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사실 홍보 등을 위해 인
정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로고 단독 사용은 불가하여, 지정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절차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신청문서의 접수 및 구비서류 검토

↓
문서 심사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심사

↓
사무소 심사

검증기관 품질시스템 운영의 적합성 및 이행성
심사

↓

인정심사반이 할당대상업체의 검증현장에 입회
입회 심사

하여 검증팀의 검증절차 준수 및 검증수행능력
등을 심사

↓
지정심사자문단 심의 및
인정여부 결정

인정심사결과에 대한 자문단 상정 및 인정 결정

↓
사후관리 심사(1년 주기, 입회심사 포함)

인정기준의 지속적 준수여부 심사

↓

인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증기관의 신청을 받아
갱신심사(3년 주기, 입회심사 포함)

최초인정심사절차에 따라 검증기관의 인정기준
준수 및 유지심사 후 인정유효기간 3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