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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책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신기술 개
발을 재정 지원하며, 기업이 탈탄소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누출되는 메탄의 포집 및 활용과 
관련된 녹색기술은 수많은 일자리와 틈새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탄 배출 저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명백하다. 한국은 메탄 포집을 통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효율
을 향상할 수 있으며, 수백만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메탄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정책입안자, 환경 
분야 비정부기구(NGO), 연구자 등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메탄에 노출된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1  ‘탈루배출(fugitive emission)’이란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 또는 방출을 뜻한다.

메탄은 이산화산소 다음으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2배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
이다. 메탄은 환경적 위험이 높은 위험 물질이지만, 최근 수 년간 수요가 많은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국은 해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2022년 미화 약 500억을 천연가스 구매에 지출했다. 2022년도 
가스 수입액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2년치 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의 약 
71%는 탈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탈루되는 메탄을 포집하여 상당 부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
다. 1 

한국은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하여 2030년까지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30%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메탄 감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에너지, 폐기물, 
농업, 산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걸쳐 법적 규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메탄 배출 관련 규
제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분야를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메탄 배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존 규제를 개괄하며, 규제의 효과와 해당 부문 측면에서 개선 가
능한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의 관련 정책 및 법규 현황을 비교하였다.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에서 메탄 부문 규제의 큰 틀을 논의하고자 한다. 

예컨대 미국은 포괄적 메탄 탈루 규제를 시행하고, 메탄 배출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시민 지원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는 대표 국가이다. 캐나다는 메탄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여 왔으며, EU는 ‘석유·가스 메탄 
파트너십 2.0(Oil and Gas Methane Partnership 2.0, OGMP 2.0)’ 프레임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그 밖에도 본 보고서는 일련의 국제 이니셔티브를 요약한 내용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 결론부에서는 메탄 감축관련 한국의 법규 분석과 국가별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1) 탈루배출 메탄이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2) OGMP 
2.0 모델에 따라 기업 메탄 배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할 수 있는 국내 차원의 자발적 환경을 구축한다. (3) 메탄 배출량
을 정량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4) 국제적인 메탄 감축 공동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 수출입국 간 협력을 강
화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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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메탄이란? 
천연가스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용어이지만,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메탄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메탄은 무색, 
무취, 무미의 탄화수소가스(CH4)로 천연가스의 약 70~90%를 차지하고 있다. 메탄은 천연가스의 배출(venting), 소각
(flaring), 운송 외에도, 탄광, 폐기물 매립지, 가축의 장내발효 등과 같은 기타 배출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메탄은 수명이 약 12년으로 단기체류성 기후오염물질(short-lived climate pollutant)로 분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2021년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에 따르
면, 메탄은 짧은 기간만 존재하는 가스임에도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이며, 100년 기간의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MP)가 이산화탄소의 29배이고, 20년 기간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최대 82배 높다. 또한 메탄은 지구상에서 이산화
탄소 다음으로 기후온난화에 영향력이 큰 오염물질으로서, 지구온도를 약 0.5°C 상승시키고, 지구온난화에 30% 기여한다. 이
렇게 메탄은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탄 배출 감축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가져오는 동시에, 신·재생에
너지로의 장기적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메탄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PCC는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37%, 2050년까지 55% 감축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2%의 메탄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IPCC, 
2021).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는 IPCC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1.5°
C CO2 잔여 탄소 예산 범위내에서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했다(DeFabrizio et al., 2021). 이 시나리
오에 따르면, 메탄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와 기술적 해결조치를 취한다면, 메탄 배출
을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570기가톤(Gt CO2e)이라는 빠듯한 예산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메탄 배출이 억제되지 않
고 계속 증가한다면 1.5°C CO2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야심 찬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
계가 메탄 배출 감축을 우선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체 메탄 배출의 약 60%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메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유·천연가스 산업, 농업 활동, 매립지, 석
탄 채굴, 폐수처리, 기타 산업공정을 포함한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한다(US EPA, 2022).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유정·가스정 및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으로부터의 메탄누출의 주된 책임이 있는 에너지 산업
은 인위적 메탄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Harvey, 2022). 또한 IEA가 2022년 2월 발표한 최신 분석 보고서에 따르
면,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은 각국 정부가 보고한 공식 수치보다 70%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IEA, 2022c). 이는 에너지 산
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이 널리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파이프라인이나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탈루성 메탄은 전 세계 메탄 배출 증가의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다(그림 
1). 탈루성 배출이란 석유 가스의 수압파쇄(fracking), 운송 과정에서 정비 불량 파이프라인 등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말한
다. 2019년 탈루성 배출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농업(43%)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탈루성 배출은 메탄 배출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본 보고
서에서는 대기 중 메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탈루성 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다뤄본다.

그림 1. 부문별 전 세계 메탄 배출량

출처: (Climate Watch, 2022; Our World in Dat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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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 특히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은 비용 효율이 높고  유망한 메탄 감축 분야이다. 
2021년 전 세계 석유·가스 산업은 메탄 누출로 인해 미화 190억 달러(약 23조 5,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UNEP, 2022a). 
그러나 IEA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을 포집하여 천연가스로 사용할 경우, 1,800억 입방미터(180 Bcm)의 가스를 시장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IEA, 2022a).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가스·석유 시설 사업자가 메탄 누출을 방지하면 연간 1억 8,800만 달러
(약 2,300억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Silverstein, 2021). 파이프라인에서 누출되는 메탄을 포집
하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는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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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솔루션 비용이 이산화탄소환산톤(tCO2e)당 25달러(약 3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탄 감축의 
비용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DeFabrizio et al., 2021). IEA는 현재의 메탄 배출량 중 40%에 가까운 메탄을 순비용 없
이 제거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IEA, 2020). 위성 영상이나 누출 감지·수리(Leak Detection and Repair, LDAR)와 같은 
신기술은 전환경제 시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메탄 감축은 농작물 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상당한 이점도 제공한다. 메탄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50만 건의 조
기사망 초래 원인으로 추정되는 오존오염의 주요 요인이다(UNEP & CCAC, 2021).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
면, 한국은 메탄 배출로 인한 호흡기 관련 조기사망자 수가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UNEP & CCAC, 2021). 
메탄은 특히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 위험도 악화시킨다(Weller et al., 2022). 소외계층은 천연가스 
누출 및 열화된 파이프라인 인프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천식으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Zhao et al., 2022).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미국 가정집 내 가스레인지 사용 시 메탄과 함께 질소 산화물과 같은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Lebel et al., 2022).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메탄 배출 저감은 취약한 지
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국제적 행동의 진전
메탄 배출 저감의 경제적 편익과 건강상의 이점이 광범위하게 인식됨에 따라 메탄 감축 조치의 시행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6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6)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공동 주도한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ic Pledge, GMP)’이 출범했다(IEA, 2022b). COP26에서 한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에 개최된 COP27에서는 서명 국가가 151개국으로 늘었다. 이러한 약속은 기후변화 대처 
노력의 핵심 요소로서 메탄 배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배출량 자료는 2022년 10월 공표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에서 반올림 처리되었다.

3  감축 목표는 당시의 최신 가용 자료인 2018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1).

II.  한국의 메탄 배출 및 관련 규제 현황

메탄 배출 현황
2020년 한국의 메탄 배출량은 총 2,740만 톤(순배출량 기준 CO2 환산량)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체 온실가스(GHG) 배출량
의 4.1%(2019년 대비 0.2% 증가)를 차지하고 있다(환경부, 2022b). 메탄 배출의 약 97%는 농업(43.2%, 1,190만 톤), 폐기
물(32.1%, 880만 톤), 에너지(21.7%, 590만 톤) 등 3개 부문에서 발생했다(표 1 및 그림 2, 3). 

배출량
(단위: 백만 톤 CO2eq.)

배출 비중
(단위: %)

감축 목표3

농업

장내발효 4.7

11.9

17.3%

43.2% 20.9%
(250만 톤)

가축분뇨 1.4 5.1%

벼 재배 5.7 20.8%

작물잔사 소각 0.01 0.04%

폐기물

폐기물 매립 7.7

8.8

28.2%

32.1% 46.5%
(460만 톤)하·폐수 처리 0.6 2.1%

기타 0.5 1.8%

에너지
연료연소 1.7

5.9
6.3%

21.7% 28.6%
(180만 톤)탈루성 배출(누출) 4.2 15.3%

산업공정 0.5 2% -13.3%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LULUCF) 0.3 1.1% 0%

총계 27.4 100% 29.7%

출처: (환경부, 2022a;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1)

표 1. 한국의 메탄 배출 세부 현황(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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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총 830만 톤(약 30%) 감축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부문별로는 
2030년까지 농업 부문 250만톤, 폐기물 부문 460만톤, 에너지 부문 180만톤을 감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정부는 
2023년 3월에 메탄 등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5 

그림 2. 분야별 국내 메탄 배출 비중(2020)4

그림 3. 에너지 부문 국내 메탄 배출량 

출처: (환경부, 2022a)

출처: (환경부, 2022a)

4 토지이용: 토지이용과 토지이용 전환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5 새 정부는 2023년 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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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에서 메탄은 벼 재배 과정,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가축분뇨의 처리 과정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등 다각적 활용,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개발 및 보급, 논의 물 관리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농
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폐기물 부문에서 메탄은 주로 폐기물의 매립 및 폐수 처리 시 유기성 물질이 혐기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유기성 폐기물 발생 저감,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확대, 메탄의 에너지화, 비위생적 매립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
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에너지 부문에서 메탄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연료의 연소 외에도, 화석연료의 채굴, 생산, 정제, 운송,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
는 탈루성 배출로 인해  발생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된 정책 조치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
(LNG) 사용 감소, 산업·에너지·건물·운송 전반에 걸친 기타 화석연료 소비 축소, 탈루성 메탄 배출량 계산을 위한 국가 메탄 배
출 계수의 자체적 개발 등이 포함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71%를 차지하는 탈루성 메탄 배출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림 4)(환경부, 2022a). 탈루성 메탄 
배출의 63%는 LNG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의 92.8%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대
부분은 석유와 LNG이다(외교부, 2022).

그림 4.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비중(2020)

출처: (환경부, 20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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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었다(EIA, 2022).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LNG는 2021년 한국
의 전체 1차 에너지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하여 석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에너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5).

농축산(43%) 폐기물(32%) 에너지(22%)

벼재배 21%

장내발효17%

가축분뇨 처리 5%

폐기물매립 28%

탈루 15%

연료 연소 6%

하•폐수처리 2% 기타 2% 산업 공정 2% 토지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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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의 총 에너지 공급량 및 에너지 믹스(2021) 

출처: (통계청, 2022)

한국의 LNG 수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9% 증가하여 4,500만톤을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추세이다(통계청, 2022). 한국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LNG 운송 및 국
내 유통 과정에서 메탄이 직접 배출 또는 탈루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한다(Swanson & Levin, 2020). 미드스트림
(midstream, 운송·저장 등)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유통·판매 등) 부문 전체에 걸쳐 탈루성 배출을 줄이는 것도 메탄 감
축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 최대 LNG 수입업체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KOGAS)가 도매 부문 에너지 수요의 8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다(IEA, 2019; 유재준, 2022).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국내 LNG 수입업체들이 메탄 
배출가스 포집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이는 2022년 한국의 LNG 수입액이 74% 급증한 
반면,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 이후 실제 수입량은 9% 감소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그림 6). 한국은 2022년 500억 
달러(약 63조 2,150억 원)를 천연가스 구매에 지출했는데, 이는 2021년도 대비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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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의 LNG 수입 현황

출처: (관세청, 2022)

놀랍게도 미국 S&P글로벌(S&P Global) 연구에 따르면 주요 가스 수출 지역에서 탈루성 메탄을 포집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 
유럽의 대러시아 수입량의 60%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P Global, 2022). 이러한 메탄 감축 조치를 시행하면 
현재의 높은 가스 가격을 감안 시, 향후 10년간 가스 포집을 통한 수익을 최대 240% 증대할 수 있다. 탈루성 배출로 인해 LNG 
수입업체들이 입는 손실이 커질 경우, 한국의 메탄 감축 노력은 분명한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021년 11월 COP26 개최 후 메탄감축서약(GMP) 가입국은 약 100개국에서 151개국으로 증가했다. 한국으로 LNG를 수
출하는 국가 중 93.2%가 GMP에 동참했다(그림 7). 2022년 10월에는 한국의 LNG 수입량의 약 4분의 1을 수출하는 호주
도 새 정부 들어 GMP에 가입했으며, 메탄 감축을 위한 19억 1,0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국가 지원 기금을 발표했다(Reuters, 
2022). 한국의 교역국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국가가 메탄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자체적인 메탄 감축 계
획을 통해 가스 수출국의 감축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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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의 국가별 LNG 수입 현황(2020)

출처: (관세청, 2022)

메탄 배출 규제 현황 
아직까지 정부는 메탄 배출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메탄감축서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메탄 배
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6 이번 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메탄 감축 문제를 다루기 위
한 일종의 경과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법조항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3대 주요 배출원인 에너지, 농업 및 폐기물 부문과 더
불어 대형 상업용 건물의 메탄 배출 규제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에너지 부문의 화석연료 연소 범주에 포함된다.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19%가 화석연료 연
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의 메탄 배출 저감은 전체 메탄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부, 2022a).

본 보고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법령 자료를 수집하여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상기 부문의 관계 법령을 
확인했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오염물질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 메탄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타 규정과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총 14개의 법령이 메탄 배출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석연료 연소, 화석연료의 운송·저장, 정책목표, 가축분
뇨, 가축사료, 벼 재배, 폐기물 매립, 하수관리, 폐수처리 등 9개 하위 부문별로 해당 법령들을 분류했다(표 2).

주요 법적 규제 중 「대기환경보전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모든 부문에 걸쳐 메탄 감축 문제를 다
루고있다. 본 보고서는 석유·가스 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 규제가 해당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구체적인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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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메탄 배출 저감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에너지
화석연료의 연소에 관한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에 개괄되어 있다. 「배출권거래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 기반 온실가스 거래 시스
템의 실행을 지원한다. 동법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및 검증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
출 활동, 시설 및 연료의 유형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산정 방법과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7 「배출권
거래법」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7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에 수록되어 있다.6  메탄은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제 대상 온실가스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



에너지위기에서 기회로: 
국내외 메탄 감축 현황 및 정책 제언 1918

「대기환경보전법」은 메탄 감축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조항은 없지만, 메탄을 온실가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 배
출 규제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동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제출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온실가스(메탄 포함 가능)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연료 연소시설을 포
함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저감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8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거치
지 않고 연료공급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지시설이 정비 및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메탄은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탄화수소에 대한 동
법상 규제는 메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동법에 따라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을 정
기적으로 자가측정해야 한다.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동법에 따라 메탄을 포함한 탄화수소의 총량을 측정해야 할 의무
도 있다.

한편 화석연료의 운송·저장 중에 배출되는 탈루성 메탄 감축에 적용할 수 있는 몇몇 규정도 존재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메탄
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 ‘도시가스’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이 특정 기준을 충족
해야 하고 안전을 위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9 가스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법은 특히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메탄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및 판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뿐만 아니라 안전성 평가, 중간검사·감리,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다. 또한 동법에는 가스공급시
설에서의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 판매 및 운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농축산
일부 국내법은 농축산 부문의 메탄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 시행 의무를 개괄하고 있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10, 11 「농촌진흥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운영 규정’은 농업 및 농촌에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기술적 솔루션을 개괄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
지만, 메탄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료관리법」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료 품질관리 관련 규정이 포
함되어 있지만, 메탄 배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8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9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그 밖의 도시가스 유형으로는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 등이 있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및 「농촌진흥법」(이하 “「농촌진흥법」”).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벼 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국내 규정은 없는 실정이지만,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운영 규정’은 지속 가능한 논 물관리를 통해 메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농업인
의 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규정이 포함된 「농업식품기본법」에 마련되어 있는 법적 체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득 증대,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 지원,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 및 혐기성 소화 관련 규
정을 포함하고, 「사료관리법」에 저메탄 사료 및 특정 사료첨가제의 함량 제한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영향평가,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연
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추가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시설 설치기준, 관리기준, 매립시설 폐쇄 후 사후관리기준 등 폐기물 매립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포함
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매립지에서 누출되는 가스(메탄 포함)의 포집 및 누출 방지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동법에서
는 폐기물처리시설(특히 지정된 매립시설)에 침출수 및 잔류성 오염물질 처리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
며,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통해 매립시설에서 배출 가스를 포집하고 오염물질을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동법에서는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쇄 시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발생한 가스는 포집하여 소각
하거나 발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규정에서 설명하는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에는 
메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기준 등은 곧 매립시설에서의 메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해석
할 수 있다. 그 외 정부가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법 제13조, 제14조의3, 제15조의2),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폐
기물재활용) 확대(동법 시행규칙 [별표9]) 등에 대한 하위 법령을 개정ㆍ정비하여 메탄 누출 방지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도법」은 하수 처리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만, 하수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모니터링을 위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2. 2. 개정)’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시설
의 가스 누출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사업자
가 바이오매스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측면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혐기성 소화조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동 지침은 향후 하수처리로 인한 메탄 배출 문제를 다루는 데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환경보전법」은 폐수 처리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만, 배출허용기준 준수, 수질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방지 등 수질
오염물질의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메탄 배출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다만, 동법에는 정부가 규제하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는 상기 조항
을 따라야 하는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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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업용 건물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의 개발
을 장려하고 있다. 동법은 녹색성장 촉진, 국민의 복리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메탄 배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
련되어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용 난
방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효율기준 수립, 실내 공기질 개선, 에너지 요금 절감 등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총 4개 부문, 9개 세부 분류 14개 법률에 대한 메탄 배출 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농축산 부문에서는 총 
4개 세부 분류에 따른 5개 법률에서 메탄 배출 규제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가축분뇨와 벼 재배 세부 분류에서 메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2개 세부 분류, 5개 법률에서 메탄 배출 규제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부문의 경
우, 총 3개 세부 분류에 따른 3개 법률에서 메탄 배출 규제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폐수처리 세부 분류에서는 메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상업용건물 부문에서는 메탄 배출과 관련된 2개 법률이 존재하였으나, 메탄 배
출 관련 직접적인 규제조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메탄 주요 배출원별 규제 관련 법령별 주요 내용과 법령 개정방향 등을 종합한 
표는 부록에 명시하였다.

Ⅲ.  해외의 메탄 감축 전략 및 규제 사례

미국 

개관
2021년 1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노력”이라는 호평을 받은 「미국 재
건법(Build Back Better Act)」(이하 “BBBA”)의 일환으로 미국의 메탄 배출 저감 행동계획(U.S. Methane Emissions 
Reduction Action Plan)을 수립했다(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2021; White House, 2021). 이듬해 정
부는 2021년 11월 행동계획의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했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기간 중 바이든 대
통령은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하 
“IRA”) 및 연간 재원을 통해 미화 200억 달러(약 25조 200억 원)를 메탄 감축 활동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White 
House, 2022a, 2022b). 2022년 8월 통과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미국재건법의 축소형 버전이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대 규모의 재정 패키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최근 개정
된 행동계획이 이 법에 따라 발표되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8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미국이 메탄 감축 노력의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
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White House, 2022a).

메탄 배출원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2021년 발간한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3대 메탄 
배출원은 (1) 천연가스·석유 시스템(30%), (2) 장내발효(27%), (3) 폐기물 매립(17%)이며, 가축분뇨 관리(10%), 석탄 채굴
(7%)과 기타 배출원(9%)이 뒤를 잇고 있다(White House, 2022a). 미국 정부는 상위 2대 배출원인 석유·가스 부문과 장내발
효 부문에 메탄 감축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술/측정
2022년 8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모니터링, 측정 과 경감을 위한 신기술의 연
구·개발에 최대 3,200만 달러(약 4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US Department of Energy, 2022c).12 해당 자금은 

12  미 에너지부는 지상 기반 메탄 센서 기술과 및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한 통합형 메탄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US 
Department of Energy, 2022c). 2022년 8월에 발표된 이 계획은 지상 기반 기술과 대기 중 감지 장비의 한계를 극복해 광범위한 영역을 신속하게 평
가하고 정확한 측정값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에너지위기에서 기회로: 
국내외 메탄 감축 현황 및 정책 제언 2322

본격적인 응용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초기 단계 기술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스케일업(Seeding Critical Advances for 
Leading Energy Technologies with Untapped Potential, SCALEUP)’ 프로그램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US Department 
of Energy, 2022a). 또한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관측을 위한 현행 시스템의 개선 및 미래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신규 프로젝트인 ‘에미트(Earth Surface Mineral Dust Source Investigation, Emit)’는 우
주용 이미징 분광계(imaging spectrometer)를 설치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지구상의 새로운 슈퍼 배출원(super-emitter)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NASA, 2022).13

현재 NASA는 비영리단체인 카본매퍼(Carbon Mapper)와 협력하여 국가 메탄·이산화탄소 데이터 지도를 개발하고 있다(Carbon 
Mapper, 2022). 카본매퍼는 2023년 초까지 자체 포털 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 NASA 인공위성 관측일로부터 90일 이내
에 데이터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카본매퍼는 지역 단위의 관측 데이터 기술 일부를 캘리포니
아주 메탄 데이터 포털과 공유하고 있다(Carbon Mapper, 2022).

정부의 노력 외에 민간부문도 메탄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은 전 세계 
메탄 배출을 관측하고 국가와 기업 간 데이터 비교를 최초로 가능케하는 메탄샛(MethaneSAT) 위성을 2023년에 발사할 계획이다
(Environmental Defense Fund, 2022). 메탄 가스 기둥(methane plume)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우나, 최신 위성 영상 기술을 활
용한다면 미국은 과학계에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열쇠로 주목받는 슈퍼 배출원 발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그림 8).

그림 8. 관측된 미국 내 메탄 가스 기둥

출처: (William Danforth, 2017)

대륙붕단

메탄가스 기둥

가스 이동 경로를 포함한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자료

노퍽 협곡

13  슈퍼 배출원이란 메탄을 대량방출하는 화석 연료, 폐기물 또는 농업 부문의 시설, 장비 및 기타 인프라를 통칭하는 단어이다. 미국 내 메탄 배출량의 대부
분이 소수의 천연가스 유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지상측정방법으로는 잘 관측되지 않았던 수백 개의 슈퍼 배출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Than, 2016).

천연가스·석유 산업
EPA(미국 환경보호청)가 2021년 11월 발간한 ‘2021년 제안서(2021 Proposal)’는 메탄 탈루 규제를 위해  석유·가스 플랜트
들이 석유·천연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유해 오염물질과 에너지 폐기물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Jenks et al., 2022). 또
한 동 제안서는 이전 행정부에서 철회됐던 석유·천연가스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한도 규제를 재도입했다. ‘2021년 제
안서’는 이전의 자기보고(self-reporting) 요구사항에서 더 나아가, 석유·가스 회사들이 기존 및 신규 배출원에 대한 탈루 감지 
및 수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Gibbens, 2022). 여기에서는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의 석유·가스 사업 운영 및 유・
가스정 폐쇄로 발생하는 배기 및 연소 문제도 다루고 있다. 

한편 EPA가 2022년 발간한 ‘추가 제안서(Supplemental Proposal)’는 「청정대기법(Clear Air Act)」에 따른 보다 포괄적인 
배출 저감 요구사항(‘슈퍼 배출원’ 관련 규정 포함) 및 혁신적인 모니터링 기술의 사용을  개괄하고 있다(Jenks et al., 2022). 
이 제안서는 일반 대중에게 2023년 2월까지 공개되며, 2023년 초에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제안서’는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는 산업설비를 가리키는 ‘슈퍼 배출원’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배출 및 탈
루 건에 관한 제3자 보고 시 에너지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슈퍼 배출원 대응 프로그램(Super-Emitter Response 
Program)’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동 제안서는 ‘2021년 제안서’에 명시된 탈루성 배출, 연소 및 제어장치에 대해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석유·가스 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15억 5,000만 달러(약 1조9,400억 
원) 규모의 재정적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2022년 11월 발표된 ‘추가 제안서’에는 ‘2021년 제안서’에 포함되었던 소규모 유정 및 가스정에 대한 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있
으며, 모든 유・가스정에서 탈루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될 예정이다(Kidwell et al., 2022). 
또한 이 ‘추가 제안서’에는 EPA가 「미국 재건법」에 의거하여 모든 유・가스정을 제대로 폐쇄(plugging)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
(Optical Gas Imaging, OGI) 기술을 사용한 최종 검사를 받을 때까지 이 유・가스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Kidwell et al., 2022). 폐쇄되지 않은 유・가스정은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부근에서 메탄 
등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미 연방정부는 메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해 논의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메탄 
누출을 식별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 노동조합,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메탄 감축 계획에 있어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미국 재건법」(BBBA)(H.R. 5376)에서 처음 제안된 메탄 
배출 요금(methane charge)이다. 2022년 8월 미국 행정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후 ‘과도한(excess)’ 메탄 
배출량에 대해 톤당 최소 900달러(약 112만 원)(2년 후 1,500달러(약 187만 원)로 인상될 예정)를 부과하는 메탄 배출 부과금
(과거에 ‘메탄 배출 수수료(methane fee)’로 알려짐)을 제안했다(Ramseur, 2022). EPA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프로그램
(Greenhouse Gas Emissions Reporting Program, GHGRP)에 따라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석유·가스 시설은 2024년부
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메탄 배출 부과금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규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
의 규제는 2021년 11월 통과된 BBBA(미국 재건법, IRA의 확장형 버전)에서 메탄 배출 부과금과 거의 동일한  ‘메탄 배출 수수
료’를 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BBBA(미국 재건법)에 반대하는 에너지 업계의 지속적인 로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
은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연방 정부의 역사적 시도로 간주된다(Ramseu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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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
EPA(미 환경보호청)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대해 식량 손실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계획과 자발적 메탄 배출 프
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White House, 2022a). EPA는 자발적 프로그램인 ‘매립지 메탄 지원 프로그램(Landfill Methane 
Outreach Program)’을 통해 전국 매립지의 메탄 포집률 70%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EPA는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매
립지 소유자와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EPA는 신규 개발 프로젝
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매립지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만료 후 적응을 위한 세
부 매뉴얼 및 실행 가능한 옵션과 전국 매립지 관련 국가 인벤토리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
미국 정부는 농업 부문에서 농가와 목장주가 배출가스를 줄이고 기후 친화적인 공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White House, 2022a). 또한 미정부는 농장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메탄 포집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천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은 IRA(인플
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농업인이 기후 스마트 업무 도입을 돕기 위해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형 상업용/주거용 건물 
DOE(미국 에너지부)는 저렴한 저탄소 수소의 신속한 보급에 초점을 맞춘 수소 샷(Hydrogen Shot) 이니셔티브와 산업평가센
터(Industrial Assessment Center)를 통해 중공업 분야의 메탄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White House, 2022a). 또한 미
정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스기구를 포함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의 저감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메탄 배출
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기화에 투자하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가전제품 효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nergy, 2022b).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메탄 배출량을 510만 톤 줄이고 국내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효율 기준은 상업용 온수기에서 가정용 의류건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밖의 조치로는 히트
펌프 제조업에 대한 자금 지원, 2022년 착수된 넷제로 연방건물 건축 등이 있다.

캐나다 

개관
캐나다는 메탄 배출 규제 및 추적을 최초로 시작한 국가 중 하나이다. 캐나다 정부가 2022년 9월 발간한 메탄전략(Methane 
Strategy) 보고서는 배출 정량화 방법, 2030 경감조치, 경제적 기회 등 그간 캐나다가 추진해 온 메탄 감축 노력의 현황을 소
개하고 있다. 

메탄 배출원
캐나다 정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2030 배출량 감축 계획(2030 Emissions Reduction Plan)은 캐나다의 메탄 배출 경감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3대 주요 배출 부문 중 석유·가스 산업은 캐나다에서 메탄 배출 비중이 가장 큰 것(38%)으로 추정되
며, 폐기물 매립(30%), 농업자원 및 가축분뇨(28%)가 그 뒤를 잇고 있다(ECCC, 2022a). 또한 정부는 (1) 석유·가스(2012년 
수준 대비 65% 또는 75% 감축), (2) 매립/폐기물(45% 감축), (3) 농업자원 및 가축분뇨(1% 감축) 등 3개 부문에 대한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캐나다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캐나다가 보고한 수
치는 통상적으로 미국(2021년 기준 30%)과 한국(2020년 기준 약 22%)을 웃돌고 있다. 

기술/측정
캐나다의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NIR)는 메탄 배출 측정, 추정과 전망 방법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전망에 따르면, 캐나다의 수백 개 기술업체들이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 녹색정책 시행
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격감지와 같은 메탄 감지 및 감축 기술을 통해 보정을 거친 고해상도 지리공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배출 데이터 수집 방법 표준화하며, 민간부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장 일로에 있는 청정기술 생태계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부터 매립지 가스 포집에 이르기까지 4개 부문(MRV, 석유·가스, 폐기물, 농업) 전체에서 캐나다의 기술혁신
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앨버타주 한 곳에서만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10억 캐나다 달러(약 57조 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ECCC, 2022a).

석유·가스 산업
위성 영상 기술의 도입에서부터 매년 최신수치로 조정되는 탈루배출 모델에 이르기까지, 캐나다는 특히 에너지 부문의 감축 노
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2030년까지 석유·가스 부문에서 2012년 수준 대비 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최
초의 국가로서,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ECCC, 2022b).

2022년판 NIR 보고서에는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비중이 큰 업스트림(Upstream, 상류 부문) 석유·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량
을 추정하는 신규 탈루성 배출 계산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메탄을 배출하는 업스트림 활동(탐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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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캐나다의 종합규제계획에 따르면 업스트림 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배기가스(35%), 석유 생산
으로 인한 탈루배출 메탄(32%), 천연가스 생산으로 인한 탈루배출 메탄(25%), 고정연소(stationary combustion, 7%) 및 
연소(flaring, 1%)로 분류된다(ECCC, 2022a).

캐나다는 2018년부터 주요 탈루성 배출과 배기가스 배출원을 다루는 규정을 발표해 왔으며, 2025년까지 2012년 수준 대비 
40-4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ECCC, 2022c). 개발 중인 규제 요구사항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의 최소 75%를 감축
하기 위한 단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C)는 
탈루성 배출 관리 확대 및 새로운 성과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 논의를 바탕으로 2023년에 규제안을 발표하고 2024년에는 최
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사업 운영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조치와 기술을 도입하며, 정기적인 누출 감지 및 수리, 가스 포집 기술, 전기 동력 공
압 장치 및 엔진, 비산배출 제한을 위한 컴프레서 교체 등이 명시됐다. 2018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CEPA, 1999)에 따른 연방 차원의 ‘메탄 및 특정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에 관한 규정(Regulations 
Respecting Reduction in the Release of Methane and Certain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하 “메탄규정”)은 
탄화수소 가스를 채굴, 처리 및 운송하는 업스트림 석유·가스 시설의 배출량 한도를 도입했다(ECCC, 2021). 2023년에 전면
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탄 규정은 슈퍼 배출원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메탄 배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원유시설 전체의 20%를 대상으로 한다(Dyck et al., 2017).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2021년 제안서’
와 마찬가지로 메탄규정은 업스트림 석유·가스 시설(단일 정두(single well-head) 제외)에 누출·감지·수리(LDAR) 프로그램
을 수립하고 매년 여러 차례 해당 설비를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 규정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탈루배출의 원
인이 되는 ‘장비’, ‘배기’, ‘공압장치’, ‘컴프레서’, ‘수압파쇄 후 유정완결(well completion)’ 5대 핵심 영역을 다루고 있다(ECCC, 
2017). 또한 동 규정은 탄화수소 가스의 낭비를 방지하고 2018년부터 2035년까지 10억 캐나다 달러(약 9,400억 원) 규모 이
상의 가스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ECCC, 2021).

이밖에 캐나다 연방정부 정책으로 배출량감축기금(Emissions Reduction Fund, ERF)와 청정연료규정(Clean Fuel 
Regulations, CFR) 등이 있다.14 캐나다 달러 7억 5,000만(약 7,000억 원) 규모의 기금인 ERF는 육상 및 해상 석유·가스 회
사들이 업스트림 및 미드스트림(수송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연구, 인프라 및 녹색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다. 한편 CFR(청정연료규정)은 액체연료(예: 운송에 사용되는 가솔린 및 디젤) 공급업체들이 2030년까지 연료의 탄소집약도
(carbon intensity)를 낮추고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포함하여 “연료 생산 및 사용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기술과 메탄 배출 저감 
기술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CCC, 2021). CFR(청정연료규정)은 기존 규제 요구사항에서 다루지 않았던 메탄 감축 프
로젝트가 배출권(credit)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허용한다. 동 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저탄소 에너지 생산업체가 
규제용 배출권(compliance credit) 및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Duncanson et al., 2022). 연료 공급업체
는 배출권 거래 시장 내 자사의 경쟁력을 평가할 의무가 있으며, 규제용 배출권을 창출하기 위해 저탄소 대체연료 및 메탄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장려된다(Duncanson et al., 2022).

2020년에 출범한 ERF(배출량감축기금)는 석유·가스 산업의 녹색기술 투자를 지원하며, 메탄 비배출 기술을 선별하여 보조
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전략혁신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 SIF)의 재정 지원을 받는 청정자원 혁신 네트워크(Clean 
Resources Innovation Network, CRIN)와 캐나다 배출량감축혁신네트워크(Canadian Emissions Reduction Innovation 
Network, CERIN)를 통해 청정기술 혁신에 대한 공공투자를 지속해 왔다(ECCC, 2022a). 2022년 3월 CRIN(청정자원 혁
신 네트워크)은 메탄 배출량의 모니터링, 정량화 및 감축에 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국적인 이벤트인 환경발자국저감기술 
경진대회(Reducing Environmental Footprint Technology Competition)를 개최했다(CRIN, 2022b). 이 대회의 주목할 
만한 수상 대상 기술 중 하나는 센서업이노베이션(SensorUp Innovation)의 메탄 감지·예측용 다중센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100만 캐나다 달러(약 9억 3,6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석유·가스 업계의 메탄 누출 예측 및 방지를 위
해 글로벌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다(CRIN, 2022a). 또한 CRIN은 신기술의 개발, 검증 및 보급을 위한 테스트 플랫
폼을 제공함으로써 학계, 정부 및 산업계 전반에 걸친 학제 간 지식교류를 지원하고 있다(CRIN, 2022b).

폐기물/매립지
폐기물과 매립지 부문의 메탄 배출 비중은 지자체 고형폐기물 매립지가 가장 크고(87%), 산업용 목재폐기물 매립지(8%), 폐
수처리 및 배출(4%),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1%)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메탄 포집 시스템의 개선 및 생분
해성 매립 폐기물의 전환 처리(diversion)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매립지 메탄 배출량을 50%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청정연료규정(CFR)’ 및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 제도 규제(Greenhouse Gas Offset Credit System Regulations)’를 도입
하여 이들 규정을 통해 감축되는 배출량 초과분을 연방 상쇄배출권(offset credit)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매립지 가스로
부터 전환되는 바이오가스와 재생가능 천연가스 및 매립지 가스 관리를 통한 메탄 감축분을 통해 이들 규정에 따른 배출권을 창
출할 수 있다.

농업
농업 부문에서는 소고기 생산(71%)이 주된 메탄 배출원이다. 캐나다 정부는 사료 전략과 농장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녹색
에너지 사용, 바이오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업 부문의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ECCC, 2021). 2023년부터 시작되는 새로
운 ‘지속 가능한 캐나다 농업 파트너십(Sustainable Canadian Agricultural Partnership)’ 사업은 3~5 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환경위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메탄 배출 경감을 위한 혁신적 
해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분담한다.

그 밖의 메탄 배출원
그 밖의 메탄 배출원으로는 주거용 건물(36%), 석탄 채굴(29%), 운송(24%) 및 기타 배출원(11%)이 있다(ECCC, 2021). 이
들 부문 전체에 걸쳐 캐나다 정부는 (1)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발전용 석탄 수출을 금지하며 
(2) 2050년까지 건물의 넷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3)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4  또한 ‘Clean Fuel Standard’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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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 외에도 정부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메탄을 포집할 수 있는 습지 및 북극 영구동토층의 보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 203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지역의 30% 보호 및 보전 조치, 산업으로 인
한 습지 교란 제한, 기존의 자연 스마트 기후 솔루션 기금(Nature Smart Climate Solutions Fund)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Government of Canada, 2022).

EU

개관
EU가 2020년 10월 발표한 ‘메탄 배출 저감 전략(Methane Strategy)’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의 핵심적인 
이니셔티브에 해당한다. 이 전략은 각 부문의 구체적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바이오메탄 생산과 같은 부문 간 시너지 효
과 활용을 위해 ‘범부문적 접근법(cross-sectoral approach)’을 취하고 있다(EU, 2022).15  

EU의 기후 관련 법적 장치 가운데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와 ‘배출감축노력 분담 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은 메탄 감축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두 가지 핵심 도구이다. ETS(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고정 
배출원(예: 파워플랜트 및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제한하는 총량거래(cap-and-trade) 방식이며, 온실가
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ETS(배출권거래제)의 확장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ESR(배출감축노
력 분담 규정)은 농업 부문에서의 모든 메탄 배출을 제한하며, 비ETS 부문(예: 건물, 농업 및 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
력이 있는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LIFE Unify, 2022; COM/2020/663 final, 2020). 비ETS 부문은 메탄을 포함한 
EU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EU, 2021).

한편 2021년에 발표된 오염제로 행동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에서는 이전 법령(예: 지침 2016/2284/EU)이 다
루지 않았던 메탄이 규제 대상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포함된다(European Commission, 2021). ‘오염제로 행동계획’은 
초국가적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메탄 감축의 초점을 탈탄소화에서 대기오염물질 억제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EU 집행위원
회는 2025년까지 메탄을 '오염제로 행동계획’에 따른 주요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중 하나로 포함시킬 계획이다(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22).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대기협약(Air Convention)’은 배출가스가 EU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회원국에 제공한다(UNECE, 2022).

15  동 보고서는 “메탄 배출 저감을 위한 EU 전략(An EU strategy to reduce methane emissions, (COM(2020)663, 최종안)”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해당 전략 문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603122077630&uri=CELEX:520
20DC0663

EU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 UNEP), 기후·청정대기연합(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CCAC), IEA,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등의 
국제 협의체들과 다자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EU, 2022).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관리하는 ‘석
유·가스 메탄 파트너십(Oil and Gas Methane Partnership, OGMP)’에 동참하고 있다. 이 밖의 국제적 이니셔티브로는 ‘글
로벌 메탄 이니셔티브(Global Methane Initiative)’, 세계은행(World Bank)의 ‘글로벌 가스 연소 감축(Global Gas Flaring 
Reduction)’, ‘2030 일상적 가스 연소 제로(Zero Routine Flaring by 2030)’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또한 EU는 메탄 누출 감
지를 위해 지구 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를 사용하여 슈퍼 배출원에 관한 위성 데이터를 국제적 파트너들
과 공유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센티넬 5P(Sentinel 5P)’ 위성이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스펙트럼을 커
버하기 위해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메탄 배출원
EU는 아직까지 메탄 배출원에 대한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EU는 메탄 감축 목표에 대한 단계적인 시스템
(tiered system)을 구현했다. 해당 시스템에서 ‘1단계(Tier 1)’은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을 나타내며, ‘3단계(Tier 3)’은 가장 높
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인 3단계 기준을 채택한 회원국은 거의 없지만, EU는 향후 에너지 및 농업 부문
에서 해당 기준의 광범위한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EU, 2022; COM/2020/663 final, 2020).

석유·가스 산업
에너지 부문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측정·보고·검증(MRV) 및 누출 감지·수리(LDAR)와 같은 관련 조치에 대한 입법
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모두 OGMP 2.0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 EU의 국제 파트너들의 뚜렷한 약속이 부재하는 상황
에서, 집행위원회는 국제적인 MRV 기준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화석연료 구매국 간 제휴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COM/2022/542 Final, 2022).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유럽은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수입 지역이며(단, 배
출가스의 약 80%가 EU 밖의 수입국들에서 발생함), OGMP 2.0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모든 에너지 관련 메탄 배출"에 대한 
의무적 MRV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COM/2020/663 final, 2020).

구체적으로 집행위원회의 ‘Fit for 55’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사업자가 LDA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수행 성과를 회
원국이 지정한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 CA)’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제14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OM/2022/542 Final, 2022). 이에 따라 연소 효율(flaring efficiency)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LDAR 의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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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 부문에 있어서 EU 집행위원회는 동물 사료의 영양소 손실 방지, 바이오가스 생산, 일반 대중의 균형 잡힌 식단 장려 등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내발효로 인한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가축 및 분뇨 관리
(livestock and manure management)가 거론되고 있다(Mcdonald et al., 2021). EU는 농업 정책의 근간 중 하나로 ‘탄소농
업(carbon farming)’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통한 기후변화 경감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 비
즈니스 모델이다(Mcdonald et al., 2021).

지속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축분뇨와 
같은 농업 폐기물은 혐기성 소화조와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를 통해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매
우 유용한 원료이다. 바이오가스 생산 후의 잔여물은 화석연료 기반의 여타 합성비료와 달리 토양개량제로 가공할 수 있다. EU의 
탈탄소화 장기 전략에서는 EU의 연간 바이오가스 소비량이 2017년 약 17석유환산메가톤(Mtoe)에서 최대 72Mtoe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COM/2020/663 final, 2020). EU는 바이오가스 생산 산업의 성장을 감안하여 적절한 농업 지침, 소화잔류
물(digestate)과 영양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 효율적인 설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서 농업인과 지역사회 간 협력은 2021년 수립된 ‘농촌지역을 위한 장기 비전(Long Term Vision for Rural Areas)’에 명시된 바
와 같이 바이오가스 생산 및 농촌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탄소 내비게이터(digital 
carbon navigator) 템플릿 및 가이드라인과 가장 효과적인 농업 관행 및 기술 목록도 개발하고 있다.

폐기물
2018년 EU의 폐기물 관련 입법안은 2024년까지 생분해성 폐기물을 별도로 수집할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고 2035년까지 
최대 10%의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COM/2020/663 final, 2020).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생분해성 매립 폐기물 전환을 위한 기존 목표를 실행하고 불법 매립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된 MRV(측정·보고·검증)
는 매립지 메탄 배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24년에 제정될 ‘매립지 지침(Landfill 
Directive)’에서는 메탄 수집 활동의 개선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 집행 및 매립지의 기후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20). 집행위원회는 2024년 12월까지 ‘2035 10% 목표’를 검토하고 매립지에 대한 1인당 정량
적 목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바이오메탄 기술은 효과적인 메탄 감축을 촉진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의 ‘2021~2024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1-2024)’의 일환으로 신기술에  해당하는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적 이니셔티브
COP27에서 미국과 EU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글로벌메탄서약 장관급 회의(Global Methane Pledge Ministerial) 직후 파트
너 국가들의 메탄 감축 조치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동설명서(joint factsheet)를 발표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미국과 EU는 기존 메탄 감축 계획의 강화된 개정안과 EU 차원의 포괄적 규제안을 각각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회원국은 공동설명서를 통해 자국의 메탄 감축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방글
라데시,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와 같은 신흥경제국들도 자국의 기후행동계획에 메탄 감축을 강조하는 내용
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COP27에서 에너지 수입국과 수출국 양측 모두 메탄 감축을 지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는 사
실이다. 미국과 EU가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수출입국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rom Energy 
Importers and Exporters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ossil Fuel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
서는 전 세계 가스 생산의 3분의 1 이상이자, 전 세계 가스 수입량 절반 이상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개발
되지 않은 상태이다(하기 논의 내용 참조).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GMP)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겠다는 글로
벌메탄서약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150개가 넘는 국가가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22년 6월 미
국, EU 등 국가들은 메탄 감축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GMP 에너지전략(GMP Energy Pathway)’을 도입했다(IISD, 2022).16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배출원별 메탄 배출 저감을 목표로 ‘GMP 식량농업전략(GMP Food and Agriculture 
Pathway)’와 ‘GMP 폐기물전략(GMP Waste Pathway)’이 발표되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국제농업개발
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글로벌 메탄 허브(Global Methane Hub) 등 기구들이 이 메탄감
축전략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이 국제기구들은 신흥경제국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며, 메탄 연구 및 오픈소스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CATF, 2022).

16  ‘GMP 에너지 전략’의 창립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집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나이지리아 및 노르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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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메탄배출관측소(International Methane Emissions Observatory, IMEO)
2021년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협력 하에 설치된 ‘국제메탄배출관측소(IMEO)’는 2030년까지 1.5억 톤의 메탄 감축을 목
표로 하고 있는 전세계에 메탄 배출 데이터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UNEP 이니셔티브는 2021년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IMEO는 관찰에 기초하여 메탄 배출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IMEO는 과학 연구와 메탄경보대응시스템(Methane Alert and Response System, MARS)의 위성 데이터, 석유·가스메탄
파트너십(Oil and Gas Methane Partnership, OGMP 2.0)에 가입한 기업 보고서, 국가 온실가스정보의 메탄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정하고 있다. 활동 초반에 IMEO는 주로 화석연료산업의 메탄 배출에 초점을 맞췄으나, 2023년부터는 다양한 산업
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IMEO는 관찰에 근거한 메탄 배출량을 포함한 세계적인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가 전략적인 메탄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IMEO는 메탄 배출량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업과 정부의 메탄 감축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활동하
고 있다. 2021년 12월 15일, 유럽위원회는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관련 첫 번째 입법 제안인 "기업의 메탄 배출 보고 데이터를 
수량화하기 위한 데이터 집계, 분석 방법과 통계 프로세스의 방법론"(COM/2021/805 Final)을 제시하며, IMEO를 에너지 부
문의 메탄 독립감독기관으로 지정했다.

국제메탄배출소의 메탄경보대응시스템(Methane Alert and Response System, MARS) 
COP27에서 국제메탄배출관측소(IMEO)는 실시간 위성에 기반해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메탄경보대응시스템(MARS)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는 정책입안자, 기업,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MARS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에너지기
구(IEA), 기후청청대기연합(CCAC)와 함께 협업하여 운영된다. MARS는 유엔환경계획이 정책 관련 데이터를 메탄배출 감축 
당사자에게 바로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적 일환이다. MARS는 IMEO의 메탄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솔루션일 것
이다. 

MARS의 초기 목적은 슈퍼 배출원 플레어(super-emitter flare)와 같은 거대 메탄기둥과 주요 배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와 
기업이 적절한 메탄 감축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다. 현재 MARS는 아직 실험 단계이다. 다가올 제28차 당사국회의
(COP28)에서 MARS의 초기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MARS는 에너지 부문의 주요 메탄 배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여러 대의 위성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MARS는 소규모의 메탄기둥과 폐기물, 가축 등 다른 고(高) 메탄 배출 부문도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가스 메탄 파트너십 2.0(Oil & Gas Methane Partnership 2.0, OGMP 2.0) 
석유·가스메탄파트너십 2.0(OGMP 2.0)은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석유·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 보고 및 감축 프로그램이다. 
OGMP 2.0은 이 분야에서 유일한 측정 기반의 국제통합보고체계이다. OGMP 2.0의 초기 단계인 OGMP는 2014년에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에 의해 시작되었다. OGMP는 2020년 11월에 적용 범위와 목표가 확대되며, OGMP 2.0으로 발전했다. 
OGMP 2.0은 메탄 배출 보고와 전략적 감축 행동을 도모하기 위한 UN의 야심찬 포괄적인 보고 체계이다. 이 보고체계를 통해 
기업 전반의 메탄 배출 상황과 성과를 추적하고 비교할 수 있다(UNEP, 2022a). OGMP 2.0 참여 기업은 일반적인 배출 계수
를 사용하는 대신, 가장 정확한 방법과 과학 기반의 측정 체계를 바탕으로 물적 자산(material assets) 전체에 대한 메탄 배출
량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메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OGMP 2.0은 5단계의 보고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최고 단계(Level 5)는 기업이 현장의 메탄 배출 측정량을 배출원 인벤
토리(Level 4)와 맞출 것을 요구한다. 기업이 골드 스탠다드를 획득하려면 운영 자산은 3년 이내, 비운영 자산은 5년 이내에 
OGMP 2.0 보고 체계(OGMP, 2020)에 따라 4와 5단계 수준의 보고를 해야한다. 투자자, 규제기관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
는 OGMP 2.0 골드 스탠다드를 획득할 경우, 최고 수준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OGMP 2.0에 보고된 기업
데이터는 UNEP 국제메탄배출관측소(IMEO)가 글로벌 메탄 서약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메탄 배출 데이
터베이스(개방성, 행동가능성, 신뢰성)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수출입국 공동성명문(Joint Declaration from Energy 
Importers and Exporters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ossil Fuels)
2022년 11월 미국, EU,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및 영국은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수출입국 공
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b). 공동선언은 특히 ‘GMP 에너지 전략’에 따라 에너
지 부문의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 이행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에는 (1) 업스트림(Upstream), 
미드스트림(Mid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일상적 배기·연소, 누출 감지 및 수리 프로그
램 등 석유·에너지 산업 내 메탄 감축 정책 및 조치의 도입, (2) 에너지 부문의 견실한 MRV 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데이터 투명
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규정의 도입, (3) 특히 OGMP 2.0에 대한 기업 참여의 장려를 통해 메탄 배출을 경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가치사슬의 창출, (4) 에너지 부문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공 등이 포함된다(European 
Commissi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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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권고사항 

메탄 감축은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 부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꼭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메탄서약
(GMP)에 서명한 국가로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로 이미 약속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
하기 위해 한국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관련 규정 이행 및 자발적 이니셔티
브 실행을 위한 행동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
하고자 한다.

1. 규제 및 보완조치의 강화
한국은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MRV(측정·보고·검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메탄 규제를 강화하고,  
기타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의 국내 법·제도는 기업이 메탄을 감축하거나 포집하도록 구속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이 메탄 감축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부는 배출 
기준을 수립하고 메탄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향후 한국이 국제
적인 MRV 프레임워크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규제에 더욱 빠르게 적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가스관 사업자가 탈루성 배출 검사 및 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3자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
는 미국의 ‘슈퍼배출원대응프로그램(Super-Emitter Response Program)’처럼 탈루성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기존 법령은 유사한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선행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메
탄 배출 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메탄 배출 부과금은 기업이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의 에너지위기로 더욱 비싸진 천연가스와 같은 배출원의 메탄 배출 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이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더욱 청정한 기술과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정부는 메탄 배출 수수료와 같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메탄 감축 조치를 장려하고 2050년 이전까지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 기업의 OGMP 2.0 참여 장려
한국은 국내 기업이 국제 기준에 따라 자사의 배출량을 측정, 보고 및 검증할 수 있는 자발적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수 년 사이에 더욱 엄격한 메탄 감축 목표 및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국제적 요구가 커져갈 것이다. EU가 메탄공급지수
(Methane Supply Index)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메탄 배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
탄 누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차원의 투명한 감지·보고 기준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인 기업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투자자
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게 다가올 것이다. 반면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진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보고 관행 개선 압력을 더 많
이 받을 수 있다. 한국이 향후 메탄 배출 경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자발적 보고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OGMP 2.0 기준은 특히 유럽에 가스와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의 메탄 배출 데이터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Chase & Hallahan, 2022). 국내기업 및 대한 메탄 관련 원자재 및 제품 수출 기업의 OGMP 2.0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한
국은 메탄 배출 공공 데이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가 간 메탄 배출량 비교 및 보고 격차의 식별이 더
욱 용이해진다. 기업은 메탄 배출 데이터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사의 메탄 배출원에 대한 식별 및 해결을 통한 
배출량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메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범
지구적 노력에 기여한다.

전 세계의 메탄 배출원을 추적하는 메탄공급지수(MSI)의 도입으로 각국의 메탄가스 배출 투명성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양한 가스 공급업체의 메탄배출량(methane footprint)이 공개되면 한국은 메탄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Stratas Advisors, 2021).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주요 LNG 수입업체인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OGMP 2.0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
지 산업 벤치마크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LNG 수입업체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는 메탄 감축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
로써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국영 석유·가스 회사 중 하나인 말레시아의 페트로
나스(Petronas)는 2013년부터 메탄 감축에 전념해 왔다(PETRONAS, 2022a). 페트로나스는 자사의 천연가스사업 가치사
슬 전체에 걸쳐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1월 페트로나스는 OGMP 2.0에 
가입했으며, 말레이시아의 국가 기후 계획에 따라 투명한 측정 기반 보고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PETRONAS, 
2022b).

말레이시아의 사례처럼 한국 정부도 가스공사(국내 LNG 수입량의 80% 비중 차지)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
여 메탄 감축 조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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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수출입국 간 협력 강화
한국은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수출입국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rom 
Energy Importers and Exporters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ossil 
Fuels)'(이하 “공동선언”)을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
공동선언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비산유국들이 국경을 초월한 메탄 배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화석연료의 생산자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몇 년 사이에 공동선언은 한국을 포함한 화석연료 수출입국 모두에 적용되는 국제 탄소 배출 부과
금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 형성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국제 메탄 배출 요금제에 
대한 초기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얼리버드(early-bird)’ 티켓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국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 최초로 메
탄 배출에 부과되는 세제를 최근 발표했으며, 캐나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ETS) 정책의 국
내 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세계 각국이 메탄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ETS, EU의 배출감축노력 분담 규정(ESR), EU가 최근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등의 규제가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
다. 유럽연합 인근 국가에서 국경을 초월한 메탄 규제가 확대되는 것은 한국이 국제무역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와 기업은 메탄 배출 현황에 대한 철저한 과학 기반 검토(OGMP 2.0 포함)를 통해 향후 공동선언이 전면적인 규제 
메커니즘으로 발전하는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이 직면하게 될 총 비용(및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공동선언의 향방은 두고 볼 
일이지만, 공동선언은 다음 단계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3. 배출량 정량화 및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한국은 측정·보고·검증(MRV) 및 누출 감지·수리(LDAR)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메탄 배출 경감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슈퍼 배출원’을 포함한 메탄 배출원의 정확한 식별은 효과적인 경감 정책의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 단계이다. 다운스트림
(Downstream) 부문의 배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배출량에서 석유·가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한국 내 탈루배출 메탄에 대한 공식 추정치는 상당히 과소추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EM, 2022).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실
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맨홀에서 상당량의 메탄이 방출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가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정수종, 2022).

정부는 견실한 MRV17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그러한 배출가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하며, 이에 따
라 경감 노력의 대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MRV 시스템은 에너지 부문의 투
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DAR 및 가스 포집 기술을 포함한 
비용효과적 기술은 MRV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고되는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해법을 제공한다. 기업은 메탄 누출 건을 적시에 
식별 및 해결함으로써 상당량의 메탄 배출을 방지하고 낭비될 위험이 있는 귀중한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새로운 메탄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메탄 배출량 측정에 유용한 기술로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지상 탐사와 
같은 상향식 감지 기법과 항공기·위성 원격 센서를 사용하는 하향식 항공 측정 등이 있다. 또한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메탄 배출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감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중앙집중형 탈루배출 메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야 한다. 예컨대 적외선 카메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파이프 및 기타 인프라의 메탄 누출을 식별하는 캐나다의 ‘타깃 이미션 서
비스(Target Emissions Services)’는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18 미국의 ‘스케일업프로그램(SCALEUP Program)’은 정부
의 재정 지원을 통해 MRV 기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
로 중견 '녹색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산업을 위한 독립적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환경부, 
2023). 정부는 신기술에 투자하고 녹색기업의 혁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메탄 배출량 측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효과적인 
감축 전략의 발굴을 촉진해야 한다.

17  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18  캐나다의 타깃 이미션 서비스(Target Emissions Services)는 현재까지 104개 시설에 대한 224건의 검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ECCC, 20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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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록

메탄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한국은 특히 탈루성 배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정량화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 및 개선,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민간부문이 메탄 배출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국내 차원의 자발적 플랫폼 구축 등을 고려할 것
을 제안했다. 특히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한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메탄 정
책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불어, 해당 분야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농축산 및 폐기물 부문 전체에 걸쳐 일상 생활양식과 문화
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메탄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성 및 책임 있는 자원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치와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강력한 규제를 개발하는 것은 메탄 배출 문제의 효과
적 해결 및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이다.

《 메탄 주요 배출원별 규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종합 》

배출원 세부 분류 관련 법령
(조항) 주요 내용 및 개선 방향 제안안

농축산

정책목표

탄소중립기본법
(법 제4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 시행 의무 등에 관한 선언적  
규정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통해 농업· 
농촌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이행, 실적 검증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농업식품기본법
(법 제47조)

친환경농어업법
(법 제10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로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규정

가축분뇨 가축분뇨법
-  메탄에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가축분뇨 배출시

설,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 또는 정화) 등 상세 규제
- 법령 개정 방향: 현재 법령 체계 내에서 메탄 배출 감축 규제 추가

가축사료 사료관리법

-  메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
부고시)에 따라 특정성분 함량 제한기준 등 규정

-  법령 개정 방향: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기준에 메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추가

벼 재배 농업식품기본법
(법 제39조)

- 벼 재배 시 메탄과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논 물관리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술로 규정
-  법령 개정 방향: 메탄 배출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

에너지 화석연료  
연소

배출권거래법
(법 제24조, 제25조)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라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서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 [별표6))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11조, 제76조의2)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의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등 규정

-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메탄이 속하는 탄화수소를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배출허용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자가측정 의무(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등 규제

탄소중립기본법
(법 제7조, 제8조, 제10조 등)

-  법에서 메탄 배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이행 체계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 배출에 관한 규제 
내용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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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 세부 분류 관련 법령
(조항) 주요 내용 및 개선 방향 제안안

에너지 화석연료의  
운송·저장 등

도시가스사업법
(법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등)

-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도시가스 관련 규제
-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 규정을 통한 가스 누출 규제
-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하여 굴착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 마련

고압가스법
(법 제4조, 제5조의4,  

제13조의2 등)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 등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31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행위(가지 배출관 설치, 부식이나 마모를 통한  
오염물질 누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를 통한 가스 누출 규제

폐기물

폐기물 매립
폐기물관리법

(법 제29조, 제31조,  
제50조)

-  매립시설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기준 등에서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가스 
(메탄 포함)의 포집, 누출 방지 등에 관하여 규정

-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고시)에서 매립시
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 운영·관리기준 규정

-  법령 개정 방향: 그 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폐기물재활용) 확대 등에 대한 하위 법령을 개정·정비하여 메탄 누출 방지 목표 달성

하수처리 하수도법

-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서 소화조 설비에서의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하수관로 누수관리 방안, 바이오가스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저감 효과  
고려 등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기술진단, 지도‧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

-  법령 개정 방향: 「하수도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구속력 있는 구체적 기준 신설,  
환경부 업무지침 내용을 현재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메탄에 관한 규제 개선

폐수처리 물환경보전법

-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금지 등 규정하고 있으나, 메탄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 발견되지 않음

-  법령 개정 방향: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 혐기성, 호기성 소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에 관한 포집 등에 관하여 
규제 필요

대형상업용건물

녹색건축법
(법 제10조, 제12조)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체계 구축,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규정하고 있으나, 메탄 배출 관련 직접적인 규제조항은 발견되지 않음

- 법령 개정 방향: 법 제10조, 제12조와 연계한 건축물의 메탄 배출량 규제 개선 고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 제36조의2,  
법제36조의3)

-  건물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관련하여 냉난방온도제한 건물의 지정,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등 규정하고 있으나, 메탄 배출 관련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발견되지 않음

-  법령 개정 방향: 법 제36조의2, 법제36조의3와 연계한 건축물의 메탄 배출량 규제  
개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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