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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정기여(NDC) 개정 제출과
산림분야 이행방안

요약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배출제한목표로 환산 시, 536백만 톤으로 배출
제한)이라는 목표를 담은 INDC(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였으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7)’,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9.10)’ 수립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2019.12)’을 통해 국가 감축목표 설정방식 변경, 감축수단
확대 그리고 NDC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지침(ICTU, Information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NDCs) 채택 등을 고려하여 NDC 개정안을 2020년 12월 30일에 제출함.
NDC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NDC 목표) 갱신된 목표는 2030년까지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709.1Mt CO2-eq.) 대비
24.4%를 감축
- (NDC 갱신 핵심사항) 1. 배출전망치(BAU, Business-as-Usual) 유형의 목표를 절대량 목표로
전환. 2. 배출 정점으로부터 10여 년 만에 약 1/4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유럽은 1/4의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약 30여 년(1990~2019)이 소요됨). 3. NDC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지침(ICTU)
조기 적용. 4.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력(국제탄소시장 등) 활용
- (부속서) ICTU는 감축목표 유형, 기준연도 및 감축률, 부문별 감축정책 및 수단, 공정성 및 의욕성
등 다양한 보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부문은 주로 5.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관련 가정
및 방법론에서 다루어짐.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분야의 이행방안으로 ① 산림경영기준선 0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개발, ② 산림경영률 향상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 임도 건설,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 및 한국형산림인증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 ③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를 통한 REDD+ 감축실적 국내 도입 준비, ④
자연기반해결방안(NBS, Nature-Based Solution), 이산화탄소흡수(CDR, Carbon Dioxide Removal)
포럼 등 다양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LULUCF 흡수원활동 추가 노력 필요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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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정기여(NDC) 개정 배경과 제출 현황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4)는 파리협정 논의를 위해 각국이 파리체제에서
이행할 잠정적인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INDC)
제출을 요청하였고(Decision 1/CP.20), 155개국이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INDC를
제출함.
-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850.6백만 톤) 대비 37% 감축(배출제한목표로
환산 시, 536백만 톤으로 배출 제한)이라는 목표를 담은 INDC를 제출(2015.6.30.)

그러나 INDC는 국가별 목표연도가 다르고, 제출된 감축목표로는 2℃ 목표 달성도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신규 NDC* 또는 제출한 NDC의
갱신이나 재제출을 요청함(Decision 1/CP.21).
- 제23항 :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한 국가들은 2020년까지 신규 NDC
제출을 요청
- 제24항 :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수립한 국가들은 2020년까지 기존 NDC의
갱신 또는 재제출을 요청
		 ※ INDC는 파리협정이 합의되기 전, 각국이 사전 제안하여 잠정적으로 수립·제출
한 것으로 각국이 파리협정을 비준한 이후에는 파리협정 하 공약이라는 의미에서
NDC로 전환

총 29개국이 기존 NDC를 개정·갱신하여 제출(2020년 12월 19일 기준)
- (신규 NDC 제출) 르완다는 정성적 목표(부문별 감축목표)에서 정량적
감축목표를 신규(2030년)로 제출하였고, 마셜제도·수리남 등 2개국은
기존(2025년) 감축목표에 더하여 신규(2030년) 감축목표를 포함한 신규
NDC를 제출
- (기존

NDC 상향·제출) EU, 영국, 노르웨이, 북한 등 11개국은 기존(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NDC를 갱신·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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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NDC 유지·제출)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러시아, 브라질 등
12개국은 기존(2030년) 감축목표를 유지하는 NDC를 갱신·제출
- (부문별 감축목표 상향·제출) 파푸아뉴기니, 쿠바, 네팔 등 3개국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상향,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등 기존(2030년)의 부문별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NDC를 갱신·제출함.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LULUCF부문 황폐화 방지
목표를 제시함.

개정 NDC 제출 현황(2020. 12. 19. 기준)			
국가

기존 NDC 감축목표

(출처 : 환경부 제공)

신규 목표

제출일

레소토

[BAU 기준] 10% 감축(~’30)
- 조건부 35%

기존 목표 유지

’18.06.22

마셜제도

[’10년 기준] 32% 감축(~’25),
45%(잠정) 감축(~’30)

[’10년 기준] 최소 32% 감축(~’25),
최소 45% 감축(~’30),
최소 58%(잠정) 감축(~’35)

’18.11.22

[BAU 기준] 8% 감축(~’30)
- 조건부 40.25%

[BAU 기준] 16.4% 감축(~’30)
- 조건부 52.4%

’19.09.19

신재생에너지 비중 25% 이상 확대(~’25)

신재생에너지 비중 25% 이상
확대(~’25), 30%까지 확대(~’30)

’19.12.09

[1990년 기준] 50%~55% 감축(~’30)

’20.02.07

북한
수리남

노르웨이 [1990년 기준] 최소 40% 감축(~’30)
스위스

[1990년 기준] 50% 감축(~’30)

기존 목표 유지(향후 상향계획 포함)

’20.02.19

몰도바

[1990년 기준] 64~67% 감축(~’30)
- 조건부 78%

[1990년 기준] 70% 감축(~’30)
- 조건부 88%

’20.03.04

[’05년 배출집약도 기준] 36%* 감축(~’30)
*배출허용량 환산 시 65Mt CO2-eq.

’30년 배출허용량 65Mt CO2-eq.

’20.03.31

일본

[’13년 기준] 26% 감축(~’30)

기존 목표 유지

’20.03.31

칠레

[’07년 배출집약도 기준] 30%* 감축(~’30)
- 조건부 35~45%
*배출허용량 환산 시 123Mt CO2-eq.

’30년 배출 정점 95Mt CO2-eq.

’20.04.09

기존 목표 유지(향후 상향계획 포함)

’20.04.22

싱가포르

뉴질랜드 [’05년 기준] 30% 감축(~’30)
르완다

부문별 감축정책(정성적 목표)

[BAU 기준] 16% 감축(~’30)
- 조건부 38% 감축

’20.05.20

안도라

[BAU 기준] 37% 감축(~’30)

기존 목표 유지

’20.05.20

자메이카

[BAU 기준] 7% 감축(~’30)
- 조건부 10%

[BAU 기준] 25.4% 감축(~’30)
- 조건부 28.5%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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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규 목표

제출일

[BAU 기준] 8%(~’30)
- 조건부 25%(산업부문 제외)

[BAU 기준] 9%(~’30)
- 조건부 27%(산업부문 포함)

’20.09.11

쿠바

’30년까지 2,144M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4%까지
확대

’20.09.17

몽골

[BAU 기준] 14% 감축(~’30)

[BAU 기준] 22.7% 감축(~’30)
※ BAU(‘30) 수정 : 51.3 → 74.3Mt
CO2-eq.

’20.10.13

태국

[BAU 기준] 20% 감축(~’30)
- 기술개발에 따라 25% 감축 가능

기존 목표 유지

’20.10.26

앙골라

[2005년 기준] 35% 감축(~’30)
- 조건부 50%

기존 목표 유지

’20.11.16

러시아

[1990년 기준] 25%~30% 감축(~’30)

[1990년 기준] 30% 감축(~’30)

’20.11.25

[’10년 기준] 30% 감축(~’25),
40% 감축(~’30)

[’10년 기준] 40% 감축(~’30)

’20.12.01

12,000MW 수력 전기 확보(~’30)
220MW 바이오에너지 확보 등(~’30)

15,000MW의 청정에너지 확보(~’30)
청정에너지 비율 15%까지 확대
등(~’30)

’20.12.08

[’05년 기준]
37% 감축(~’25), 43% 감축(~’30)

[’05년 기준]
37% 감축(~’25), 43% 감축(~’30)
- 2060년 기후중립 목표 언급

’20.12.09

베트남

그레나다

네팔

브라질

통가
코스타
리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70% 등(정책 및
기존 목표 유지
행동)

’20.12.09

’30년 순배출량 최대 9.37Mt CO2-eq.

’30년 순배출량 최대 9.11Mt CO2-eq.
- 2050년 넷제로(Net-Zero) 목표

’20.12.11

[1990년 기준] 최소 40% 감축(~’30)

[1990년 기준] 최소 68% 감축(~’30)

’20.12.12

2030년 발전 부문 탈탄소화

’30년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20.12.16
*LULUCF 부문 황폐화 방지 목표 수립

EU

[1990년 기준] 최소 40% 감축(~’30)

[1990년 기준] 최소 55% 감축(~’30)

’20.12.18

페루

[BAU 기준] 20% 감축(~’30)
- 조건부 30% 감축

’30년 목표배출량 208.8백만 톤
- 조건부 179백만 톤
※ 2030년 BAU 대비 30%,
40%(조건부)

’20.12.19

영국
파푸아
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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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등(2017)에 따르면 AFOLU와 LULUCF부문을 INDC에 포함하여 제출한
국가는 164개국이며, 이 중 산림을 흡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가는 53개국으로
나타남.
- NDC에서 산림부문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국가는 일본 등 14개국으로 구체적인
활동유형과 정량적인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음.
국가

감축목표

세부내용

전체

산림부문

일본

26%
(2013년 기준)

37 Mt CO2

캄보디아

27%

7,897 Gg CO2

라오스

-

60,000~69,000
Kt CO2-eq.

산림확대, 산지전용 및 벌채 제한,
REDD+ 활용
(국토면적 ~70%, ~2020)

에티오피아

64%

130 Mt CO2-eq.

신규조림

페루

20%
30%(조건부)

159 Mt CO2-eq.

GCF기금, REDD+ 활용

칠레

30%

600,000 t CO2-eq./연

도미니카
공화국

44.7%(조건부)
(2014년 기준)

8.1%

마다가스카르

14%
32%(조건부)

60.7 Mt CO2-eq.

나미비아

89%

18,513 Gg CO2-eq.

말라위

0.7~0.8
t CO2-eq./인

4,800,000 t CO2-eq.
(2,600,000 t CO2-eq.
추가감축 가능)

아제르바이잔

조건부 35%
(1990년 기준)

1,292 Gg CO2-eq.

에리트레아

39%
81%(조건부)

393.86 kt GHG

신규조림

상투메프린시페

24%

630 kt CO2-eq.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파푸아뉴기니**

-

8,284 Gg CO2-eq.

산림경영(27.8)
농경지·초지경영(7.9)
식생복구(1.2)
산림확대
(국토면적 ~60%, ~2030)

산림복구 10만ha
상업·시설, 주거, 농업, 임업, 어업
재조림, 산림보전, 임농복합경영,
REDD+ 활용
산지전용 방지, 신규/재조림, 벌채량
감축, 초지관리 및 가축감축
REDD+ 활용, 신규조림
신규조림, 산림보호, 도시림 조성,
농경지·초지경영

산림전용, 산림황폐화 25% 감소 및
신규조림

* NDC 갱신 시 산림부문 감축목표 포함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2016)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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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NDC 개정안

1. INDC 제출 후 후속조치

우리나라는
INDC 제출 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2016.12.)’을
수립하였으나 토지부문의 포함 여부와 그 방법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INDC에
따라 산림을 포함한 LULUCF부문은 감축수단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2018.7)’에서 타 부문 감축과
함께 국내 산림 흡수원을 2030 국가감축목표에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함.


이후,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9.10)’ 수립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2019.12)’을 통해 국가 감축목표 설정방식 변경, 감축수단 확대 등
세부이행방안을 국내 법·제도 하에서 추진되도록 함.
- 감축목표 설정방식 : (BAU 방식)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 (절대량
방식) 2017년 총 배출량 대비 24.4% 감축
- 감축수단 확대 : 산림 흡수원을 통해 22.1백만 CO2톤 감축 기여

2. NDC 갱신안

(배경)
상기의 후속조치에 연계하여, 2018년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마련된 세부지침(NDC 보고 등)을 고려하여 기존 NDC를 갱신하여
제출함.
- NDC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지침(ICTU*) : 각 당사국이 NDC 작성 시 보고해야만
하는 감축목표 유형, 기준연도, 감축률 등 관련 정보를 명시
		 ※ ICTU

: Information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N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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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NDC(2차 이후, ’25년~) 제출부터 각국은 ICTU 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제1차 NDC 갱신 시에도 ICTU 지침의 적용을
권고하는 당사국총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이번 갱신안 제출 시 조기 적용
<NDC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지침(ICTU) 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기준점에 대한
정량적 정보

(a) 기준연도
(b) 기준지표에 대한 정량적 정보
(c) 최빈개도국·국소도서국이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NDC
목표로 제출했을 경우 관련 정보
(d) NDC 목표 정량화(기준지표 대비 감축률, 감축량 등)
(e) 기준지표 출처
(f) 기준지표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

2. 이행기간

(a)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이행기간
(b) 단년도 또는 다년도 목표 여부

3. 포함 범위

(a) NDC 목표에 대한 일반적 설명
(b) NDC에 포함되는 분야 및 온실가스
(c) NDC 내 모든 배출원·흡수원 포함 여부 및 제외 시 해당 사유
(d) 당사국의 적응 행동 및 경제 다변화 계획을 통한 감축 공동편익

4. 계획 과정

(a) NDC 준비과정 및 이행계획
(b) 지역경제공동체(EU 등)의 경우 NDC 수립 관련 회원국 간 합의 과정 및
결과
(c) NDC 준비 시, 전지구적이행점검(GST) 결과 반영 여부
(d) 적응 행동과 경제 다변화 계획의 감축 공동편익을 NDC로 제출하는
당사국의 제출 정보

5. 가정 및 방법론

(a) NDC 산정지침(4/CMA.1 Annex II)에 따라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
(b) NDC로 제출한 정책·조치 산정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
(c) 인위적 배출량·흡수량 산정 시 협약 하의 기존 방법 및 고려방안
(d)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시 사용된 IPCC 방법론 및
단위
(e) IPCC 지침에 다른 분야, 부문 또는 활동에 관련된 가정, 방법론 및
접근방식
(f) NDC와 상응하는 배출량 및 흡수량 추정 시 기타 가정 및 방법론
(g) 파리협정 제6조 하 자발적 협력(국제탄소시장 등) 사용 의향

6. 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a) 국가 여건을 고려한 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b) 형평성 반영 등 공정성 고려사항
(c) 진전 원칙 반영 여부
(d) 국가 전반에 걸친 절대량 목표 도입 여부
(e) 최빈개도국·군소도서국의 경우,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행동
수립 여부

7. NDC의 UNFCCC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

(a) NDC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목표(제2조) 달성에 대한 기여
(b) 파리협정의 장기온도목표 및 금세기 중후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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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목표) 갱신된 목표는 2030년까지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709.1
Mt CO2-eq.) 대비 24.4%를 감축하는 것. 파리협정 제2조의 장기온도목표
달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대로 의욕적인 목표를 수립함.
- 2019년

12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파리협정 이행에 확실성을 부여함.
- 또한,

2050년 탄소중립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여 추가로 유엔에 제출 예정(제출시기와 수준 논의 중)

(NDC 갱신 핵심사항) 금번 NDC 갱신의 핵심사항은 다음 4가지임.
- 파리협정(제4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배출전망치 유형의 목표를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절대량 목표로 전환
-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및 대외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체제하에서도
전 지구적 장기온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배출 정점으로부터 10여 년
만에 약 1/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욕적 목표를 수립
		 ※ 유럽이

배출정점으로 생각되는 1990년으로부터 25%(1/4)의 배출량을 감축한
시점이 2019년으로 약 30여 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3배 빠른 감축을 시도하는 것
- NDC의

명확성과 투명성,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결정문 4, 부속서 I의 지침을 조기에 적용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력(국제탄소시장 등)도 보충적으로 활용할
계획


(적응
노력)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1년~2015년)’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점검하고 있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2020)
- 국가의

적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 적응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2009년부터 지정하여 운영 중
- 기후변화

적응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2012년 광역지자체,
2015년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됨. 17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적응대책을 수립·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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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논의하는 최대 규모 행사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제2차 적응주간을 개최할 예정

(NDC 이행체계) 우리나라의 갱신된 NDC 이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반영하여 법제화(2019.12)함
- 둘째,

갱신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019년 10월에 수립하여 기후변화 정책의 비전을
설정함.
- 셋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포괄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에 기반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 추진 예정
- 넷째,

2019년 구축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가동하여 과학적·정량적
이행점검·평가를 실시하고, 투명한 감축목표 이행을 추진 예정
- 아울러,

갱신 NDC의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2020년 7월부터
'한국판 그린뉴딜'을 추진 중(총 73조 4,000억원 투자 예정).


(부속서)
ICTU는 감축목표 유형, 기준연도 및 감축률, 부문별 감축정책 및 수단,
공정성 및 의욕성 등 다양한 보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부문은 주로 5.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관련 가정 및 방법론에서 다루어짐.
- (a) NDC

산정지침(4/CMA.1 Annex II)에 따라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
- (c) 인위적 배출·흡수량 산정 시 협약 하의 기존 방법 및 고려방안
- (d)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시 사용된 IPCC 방법론 및 단위
- (e) IPCC 지침에 따른 분야, 부문 또는 활동에 관련된 가정, 방법론 및 접근법
		

(i) 관리되는

토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과 후속적인(subsequent)
흡수량을 다루는 접근법

		

(ii) 수확된 목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방식

		

(iii) 산림의 영급구조로 인한 영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접근법


(NDC
개정안 제출) 우리나라는 이상과 같이 준비한 NDC 개정안을 2020년 12월
30일에 NDC 등록부를 통해 UNFCCC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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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분야 이행방안

가.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개발 시급
NDC 개정안 제출을 통해 산림부문은 2030년까지 22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해야 함. 2024년에 처음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이하 BTR)를 UNFCCC LULUCF 검토전문가에게 기술평가를 받은 후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NDC에 기여할 수 있는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게 됨.
- NDC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의 감축실적은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LULUCF 흡수원
활동1)에 의한 흡수량만으로 제한됨.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은 산림경영
기준선을 0으로 인정받는 것2)으로, 이는 전체 산림의 흡수량이 아닌 오직 인위적인
산림경영활동이 실제로 실행된 산림에서의 흡수량만을 산정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통계와 정보 등을 별도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 다른 국가들보다 기술적이고, 정확한 산정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 개선(2006~), 국가 고유 흡수
·배출계수 개발(2007~) 등을 통해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이하 MRV) 수준을 향상해오고
있음.
- 더 핵심적으로 산림경영활동 통계와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 및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실제 산림경영활동이 실행된 산림의
위치와 면적, 신규조림과 재조림 지역에서의 벌채·재해 발생에 의한 손실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1) LULUCF

흡수원 활동 :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 경작지 관리, 초지 관리, 식생복구, 습지 배수와
재침수(산림전용과 습지 배수로 인해 발생된 배출량은 LULUCF 흡수원 활동에 의한 흡수량에서 감해야 함.)
2)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산림을 복구하여 신규조림, 재조림 또는 식생복구 대상지가 많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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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산림경영기준선을 0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전체 산림의 흡수량에서
자국의 산림경영기준선에 해당하는 흡수량을 빼는 방식을 활용하는 국가들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지며, 비교가능하고, 완전한 보고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구축하지 못하여 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산림 흡수량 산정·보고체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물론,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개발과 구축을 위한 연구와 노력은 LULUCF
인벤토리 산정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LH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함. 그러나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고 그로 인해 차이가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통합된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음.

첫 번째 BTR은 2024년에 제출되어야하고, 이에 대한 국제 검토가 이듬해에 바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의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 전체의 토지이용변화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지목통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먼저 구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에
활용하고, 이후에 위성영상을 활용한 통합된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개발 추진이
필요함.

나. 산림경영률3) 향상 노력 계속
산림경영기준선을 0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산림경영 외 다른 산림흡수원 활동인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등을 실행할
대상지가 많지 않고, 또한 산림경영률을 높일수록 NDC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부문 흡수량이 커지기 때문임.

3) 산림경영률 : 전체 산림면적 대비 실제 산림경영활동이 실행된 산림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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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률을 높이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도 건설
확대, 선도산림경영단지 지정 및 운영 확대를 통한 사유림 경영면적 확대,
한국형산림인증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다. ITMO를 통한 REDD+ 감축실적 도입 준비
파리협정 제6조(탄소시장)에 대한 세부이행규칙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산림부문은 국외에서도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거둔 감축실적을
국내에 도입하여 NDC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상기 협상에서 구체적인 LULUCF 흡수원 활동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토체제의 신규조림/재조림 CDM 사업과 개도국의 REDD+ 활동 등이 현재 고려할
수 있는 감축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들 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세부이행규칙이 아직 협상 중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이미 배출권거래를
운영하고 있어 6.4조를 통한 국외 감축실적의 국내 도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6.2조 협력적 접근법을 통한 국가 간 감축실적의 이전(ITMO)은
이제 만들어 가야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세부이행지침 채택이 우선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ITMO를 포함한 국외 감축실적의 국내
도입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UNFCCC 체제 내에서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웍’을
통한 기술평가와 검토를 거쳐 인정받은 개도국 REDD+ 감축실적이 연간 7억 t
CO2-eq을 상회한다는 점이며,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웍에 참여하는 개도국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REDD+ 활동과 그
감축실적은 기존의 탄소배출권과는 다르게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ITMO로
접근이 가능하며, REDD+ 감축실적이 UNFCCC가 관리하는 REDD+ 감축실적
등록부에 이미 등록된 국가와는 REDD+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고도 REDD+
감축실적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TMO를 통한 REDD+ 감축실적의
국내 도입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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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양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 필요
최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t-Zero Emissions, 이하 탄소중립)
선언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Carbon Development
Strategies, 이하 LEDS)을 통한 최종 목표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함. 산림부문도 LEDS 이행을 위하여 신규조림과 재조림 확대, 지속적인
흡수량 유지와 강화를 위한 숲가꾸기와 수종갱신, 탄소저장고인 목재제품의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수립 중임. 또한 최근 국제사회는 산림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음.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탄소중립(Race to Zero) 달성을 위한 자연기반해결방안
(Nature-Based Solution, 이하 NBS) 구체화와 활용 확대를 COP26의 주요
성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흡수(Carbon Dioxide
Removals, 이하 CDR4)) 포럼을 발족하기 위한 양자·다자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개념, 정의, 산정·평가방법론, 추가성, 환경건전성,
비영속성 해결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LULUCF 흡수원 활동 개발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파리체제에서 인정하는
LULUCF 흡수원 활동으로 추가하도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4) Janos

Pasztor 前 유엔사무부총장이 2019년 설립한 Carnegie Climate Governance Initiative가 발족을 추진 중인
신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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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산림협력 방향(박 현·강호상)
영국 도시숲의 치유적 활용사례 및 시사점(이연희·유리화·이승아)
일본의 산림치유 정책 및 추진현황(박수진·유리화·이정희·정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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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목조건축 해외 동향 및 시사점(이상준)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산림부문 논의동향 및 대응 방안(송민경·임종수)
뉴질랜드 산림현황 및 사유림 경영 실태(이상태)
유럽의 산악관광 현황 및 시사점(권순덕·곽두안)
홍콩 트레일 운영 사례 및 시사점(이정희·홍재윤)
뉴질랜드의 산림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김성학·김종호)
인도네시아의 산불 관리 및 시사점(안수정)
제11차 UNFF 후속조치의 결과 및 시사점(최은호)
북한의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 동향 및 시사점(송민경)
중국 수입 유기식품의 통관 절차(이호상·이화)
캄보디아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현황 및 시사점(이호상·주린원)
일본의 땅밀림 및 지진 유발 산지토사재해 대응 현황(김동엽·이창우)
미국 생태계서비스 산림정책화의 핵심요인 및 기회(양희문·천정화·박찬우·신유진)
네덜란드 그린케어 및 케어팜 정책 사례와 시사점(김성학·장주연)
일본의 사유림 집약화 시업 및 삼림시업플래너 인증제도 운영현황(김영환·배재수)
호주의 산림교육 운영사례 및 시사점(이연희·하시연)
신기후체제하에서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 효과와 시사점(이동호)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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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연구 및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박찬열)
새로운 지평(地平; Landscape) 속의 산림·임업(박 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산림부문 협상동향 및 향후 전망(임종수·이동호)
유럽의 산림치유 코호트 연구 사례 및 시사점(박수진·조예슬·노관평)
북미 화기삼의 산업화 관련 재배기술 및 가공·유통현황(엄유리)
중국 임산제품 수입·유통업체 심층조사 결과 및 시사점(김은희·이정민)
2020 세계산림자원평가 (FRA-2020) 추진동향 및 시사점(임종수·문가현)
해외의 준국가수준 REDD+ 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이동호)
유럽 국가의 토지이용규제 및 시사점(권순덕·곽두안)
제13차 유엔산림포럼(UNFF)의 결과 및 시사점(최은호)
러시아 목재산업 동향 분석 및 시사점(김기동)
호주 산림휴양·레포츠 운영 사례 및 시사점(이정희)
유럽의 경관활용 마을활성화 실태 및 시사점(김성학·서정원)
일본 임업 노동재해의 안전대책(조구현)
중국 임산물 수출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이호상·김은희)
목재보존제 품질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현황 및 시사점(최용석·황원중)
뉴질랜드 다래류 생산 및 연구 현황(박영기)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이용 및 관리 정책(이동호·문하은)
북유럽 겨우살이(Mistletoe)의 연구동향, 관리기술·가공·유통현황(손호준·송정호)
일본 지자체의 임업진흥 시책과 지역활성화(서정원)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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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산림부문 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김래현·이동호·임종수·이나라·오경미·김명길)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결과 및 핵심분야로 떠오른 산림의 역할(한진규·임효인)
북한 임농복합경영 추진 현황 및 연구 동향(김경민·김은희·임중빈·김명길)
국제 통합적 산림복원(FLR)의 현황과 미래(최형태)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 결과 및 산림분야 주요 시사점(박찬우·임효인)
세계도시숲포럼 주요 결과와 시사점(박찬열·곽두안)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분석을 통한 북한 변화 전망(김은희·김동현)
2020 세계산림자원평가 (FRA-2020) 대응 국내 통계체계 및 시사점(임종수·문가현·이주원)
중국 산림치유(요양) 정책 동향 및 시사점(박수진·조예슬·김건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과정과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언(최은호·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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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 (임효인)
호주의 산불관리 및 시사점(권춘근·김성용·서경원)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추진 동향과 시사점(김성학·유리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UNCCD COP14) 논의 동향 및 시사점(박기형)
i-Tree를 이용한 해외 도시숲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동향과 시사점(곽두안)
미국의 국가트레일 운영·관리 체계와 시사점(이수광·이정희·유리화·서정원)
일본 산림환경(양여)세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설아라·장주연)
중국 삼림법(森林法) 개정 전후 비교 및 정책적 함의(최은호)
국제 바이오복합재 연구동향과 시사점(이민·박세휘)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동향과 시사점(김래현·최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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