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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파리협정에 근거하여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함. 이는 국가적으로 큰 도전이나,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써 제2의 국가브랜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탄소중립 추진방안의 하나인 NBS는 감축 분야뿐만 아니라 적응
분야에서도 산림의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는 산림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다음의 추진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단기적으로 우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산림흡수원의 3,400만 톤 기여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핵심과제를 NDC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 활동으로
구분한 후, 각 항목별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환류평가 체계가 필요함.

또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의욕 상향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흡수원 활동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NBS 논의를 통해 토지기반의 다양한 흡수원 활동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흡수원 활동과 흡수량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이를 추가
탄소흡수원 활동으로 승인받도록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함.

기업은 국가 NDC 달성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나 탄소중립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규제시장 뿐만 아니라 국외 감축(REDD+ 등)은 물론 국내 비규제시장(산림탄소상쇄제도 등)의
산림사업 인증실적도 탄소중립에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해 나가야 함. 더 나아가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사업이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함.

중
 기적으로 파리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뿐만 아니라 적응 혜택과 회복력 강화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감축수단이 더 크게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됨. 감축과 적응의 통합적
접근방안으로 인정받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대표적인 JMA 활동으로 승인받기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또한, 장기적으로 지금의 화석연료 기반 경제체제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순환 바이오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1

탄소중립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배경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이하 LEDS)은 2020년,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름. 이는 다음과 같이 2015년에 채택된 파리협정
제4조(감축)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음.

파리협정 제4조
1. 형평에 기초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제2조에 규정된
장기 기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는 온실가스 배출최대치 달성에
더욱 긴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식하면서, 당사자는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최대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그 후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따라 급속한
감축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금세기의 하반기에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 간에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19. 모든 당사자는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는 제2조를 유념하며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통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조약번역본)

- 탄소중립이란,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미처 다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이하 CCUS)기술 등으로 상쇄하여 실질적인
탄소 순 배출량을 ‘0(Zero)’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당시에는
금세기 하반기라는 시간적 여유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와 같은 시급한 의제의 집중 논의 등을 이유로
탄소중립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진했음.
- 그러나, LEDS는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따라 2020년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함 (제35항 결정문 1/C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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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IPCC(2018)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2100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50%인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주목받게 됨.

2 탄소중립과 LEDS 관련 산림부문 현황

기
 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 국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거나 입법을 상정함.
- 독일은 기후변화법(2019.12.12.)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구(pursue)한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도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함.
- EU, 캐나다, 대한민국, 스페인, 칠레, 피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을 상정함1).
-한
 편, 중국은 UN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일본은
의회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화, 입법 상정 등 국가 차원의 노력과 선언 외에도 일부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따라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LEDS에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함.
- 총 29개 국가(한국 포함)가 UNFCCC에 LEDS 제출을 완료하였으며(2021년
2월 3일 기준), 각 국가의 LEDS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1) http://eciu.net/netzero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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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총 272)개 국가 중 17개 국가로 EU,
프랑스, 핀란드(2035),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마셜제도 공화국, 벨기에, 스웨덴(2045), 스위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피지, 대한민국이 포함됨3).
- 대부분의 당사국은 LEDS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언급했지만,
분야별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제시한 국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가는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정책 방향이나 이행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함.

산 림분야의 경우, 사회·환경·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LEDS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조림과 목재 및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빈번하게 언급함. 또한, LEDS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 제도, 법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됨(그림 1).

<그림 1> LEDS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

-구
 체적인 조림 계획을 발표한 국가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포루투갈, 피지로
나타남(참고 1). 특히, 미국은 신규산림을 2천만ha 이상 조림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영국은 11백만 그루 조림 지원 계획을 발표함. 싱가포르도
2030년까지 200ha 이상의 생태숲 공원을 조성할 것과 ‘One Million
Trees’운동을 통해 국립공원과 거리에 100만 그루 이상 조림할 것을 발표함.
2) UNFCCC에 LEDS를 제출한 총 29개 국가 중 자국언어로 제출한 베냉과 스페인은 분석에서 제외함.
3)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long-term-strategies

6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2호

- 바이오에너지와 목재이용 확대 정책을 발표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일본, 덴마크, 대한민국 등 총 23개 국가로, 이들 국가는
에너지와 산업, 농림업 분야에서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자원으로의 목제품 이용 확대 정책 등을 제시함.

또한,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EU의 경우
新산림전략을, 영국은 新산림네트워크를 발표함. 한편, 덴마크는 조림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2020 재정법을 제정하였으며, 스위스는 전력 생산에 있어
바이오매스의 비중 확대를 포함한 新에너지법을 발효함.

3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LEDS 추진계획

가. 저탄소사회 전환 노력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의 NDC 수정안과 LEDS를 UNFCCC에
제출함(2020년 12월). 또한, 같은 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함(2020.12.7.).
- NDC 수정안은 2030년까지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포함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제2조의 장기기온목표 달성을
고려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수립함.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LEDS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하며,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
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사회·기술 혁신의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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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 대응을 도모하는 비전을 기반으로
3+1 실행전략과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를 발표함.
-또
 한, 201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파리협정 이행에 확실성을 부여함.
-최
 근에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발
 의된 법안 : 기후위기대응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탈탄소전환 그린
뉴딜정책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등

나. LEDS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기여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기본방향은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와 수소의 활용
확대, 2)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3) 탄소 제거 등 미래 기술의 상용화,
4) 순환경제 확대로 인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5) 탄소 흡수 수단 강화로
구분됨(대한민국정부, 2020).
-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분야 등의 주요 감축수단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석탄 LNG 발전 대부분은 CCUS 기술의 장기적 적용 등을 통해
저탄소사회 구현과 산업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 산림을 포함한 환경 구성 생태계의 탄소흡수·저장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
수단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산림은 우리나라 LEDS에서 주요한 탄소흡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산림경영 혁신을 통한 노령림 문제 개선과 목재
제품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탄소저장량 증대가 핵심 전략임.

8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2호

산림부문의 경우, 도시숲·정원 등 생활권 녹지조성과 훼손지·주요생태축의
산림복원, 유휴토지 조림을 통해 산림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종갱신, 숲
가꾸기 등의 산림경영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임. 또한, 목재공급량을 확대하여
불균형적 영급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목재 제품과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
등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임.

다.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산
 림청은 LEDS 제출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함(2021.1.20.).
산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은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산림에서 3,400만 톤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대 정책방향과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함(산림청, 2021).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에 27억 그루 조림(28백만 톤), 북한에 3억
그루 조림(1백만 톤), REDD+ 활동(5백만 톤) 등으로 총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함.
- 국내의 주요 흡수원 활동은 도시·섬, 유휴토지의 조림 확대, 생태계 보전과
복원 확대, 경제림을 활용한 산림자원의 선순환체제 구축임. 특히, 국내 흡수원
활동을 통해 2,070만 톤의 기여를 기대함. 또한, 목재도시 조성 및 농·산촌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정책으로 탄소를 저장(200만 톤)하고 감축(530만
톤)하는 효과를 예상함. 한편, 국외의 경우 북한 및 해외에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610만 톤의 기여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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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기반해결방안(NBS) 추진 현황

가. 자연기반해결방안(NBS) 논의 부각 부상
자 연기반해결방안(Nature-Based Solutions, 이하 NBS)은 2019년 9월
UN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NBS의 이행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또는 국가 간 연합체가 다수 결성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개최된 UNFCCC COP25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장되었음.
-U
 N 주도의 NBS 연합(NBS Coalition)은 기후행동정상회의를 계기로 32개국과
EU 집행위원회 및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장됨
-프
 랑스·콜롬비아·칠레는 아마존과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결성함
- 이외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관투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
등 다수의 국가와 단체가 산림보호를 위한 협력을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선언함

C
 OP26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NBS를 ‘Race to zero’캠페인의 촉매제 중 하나로
내세워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임.

NBS는 우리나라의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환경부, 2021)에도 포함되며 특히,
산림부문 NBS는 탄소 흡수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사회의 NBS 추진 현황
NBS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개선과 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 보호를 도모하며
기후변화 경감과 대응을 위해 2009년 IUCN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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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NBS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자연 본연의 회복력에 근거해 환경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함(표 1).
<표 1> 일반적인 NBS 정의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 본연의,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지속가능하게 관리·복원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한계에 대한 적응·해결과 인간의 복지 및 종 다양성의 이점을 제공하는 행동들”
EU(유럽연합)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자연이 뒷받침하는 동시에 환경·사회·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복원력
구축을 돕는 비용 효율적인 해결방안”

- ( 목적) NBS는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생태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해결,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추구함.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 안보, 기후변화, 물 안보, 인간의 건강, 재난위험,
사회·경제 발전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반과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함.

1) NBS 기반 구축
(유형) 다수의 국제기구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적용된 방식 및 기술의 적용
정도에 따라 NBS를 분류한 Eggermont et al.(2015)의 유형 분류 체계를 차용함.

<그림 2> NBS 유형 분류 체계(Eggermont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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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기반) 다수의 기관이 NBS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로드맵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표 2), 이제는 체계적인 NBS 이행을 위한 평가방법론이 요구되는
단계임.
- UNEP는 다양한 NBS 사례들을 취합·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4)하였으며,
EU는 NBS의 증거기반 통합보고에 Oppla5)와 Think-Nature6) 플랫폼을
활용함(Somarakis et al., 2019). 그러나 데이터 간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음.

(평가방법론) 일부 기구(IUCN, FAO, OECD)에서는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결과를 부분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들 모두 정량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임.
- IUCN(IUCN, 2020) : 8가지 기준과 하위 지표를 통해 NBS에 대한 자체평가 가능
- FAO(Sonneveld et al., 2018) : 평가 요소와 각 요소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시
- OECD(OECD, 2020) : NBS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 제시
<표 2> 국제사회에서 제시한 NBS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의 활용 분야
기구

분야

IUCN

전체 NBS(정의적 프레임워크 → 이행 프레임워크)

FAO

물 관리

EU

전체 NBS

CBD

생태기반적응(EbA) 및 생태기반 재난위험감소(Eco-DRR)

UNDP

국가결정기여(NDC)

OECD

NBS 정책 평가

*IUCN는 현재 이행 프레임워크 개발 단계에 있으며, 초석은 마련된 상태임.

4) https://www.unenvironment.org/nbs-contributions-platform
5) oppla.eu
6) https://platform.think-nature-eu/NBS-knowledge-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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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 NBS의 탄소중립 활용 가능성

산
 림 관련 NBS는 다양한 분야와 쉽게 융합되어 복합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향·피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과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중립과 LEDS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NDC에 기여) IUCN(2017)은 NDC가 저탄소·기후탄력적 발전의 기반이 되므로
산림경관복원(Forest Landscape Restoration, 이하 FLR)과 같은 NBS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서 중요함을 강조함. 또한, UNDP(2019)는 특히 산림분야가
NDC에 크게 기여하므로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부문(AFOLU)에서 NBS의
확장은 참여국의 의욕적인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함.
- IUCN(2017)의 연구에 따르면, NDCs의 77%(127개)는 FLR로 확인되며,
FLR은 산림 손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고, 산림의 탄소저장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고려하였을 때,
필수적이고 시급한 이행이 요구되는 감축수단임.
- UNDP(2019)도 IUCN의 연구를 인용하여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에 있어
NBS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NDCs(2019년 기준)에서는 토지를 활용한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이 약 25%에 달하며, 이는 주로 산림에 의한 감축인 점을
강조함. 그러나, 이행되는 NBS 중 일부만 정량화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 3>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표 3> 국가결정기여(NDC)를 위한 NBS 프레임워크(UNDP, 2019)
1단계

국가 온실가스 회계 상황에 대한 이해도 확립

2단계

기존의 국가 법률·제도적 장치(framework) 내 자연기반조치(nature-based actions)
파악 및 평가

3단계

현재 NDC 내 자연기반조치 파악 및 평가

4단계

기존 자연기반조치의 기후변화 경감·적응 가능성 산정을 위한 분석

5단계

측정 가능한 기존의 자연기반조치와 NBS 간의 비교에 이어 공간 데이터에 나타나는 NBS
핫스팟 확인을 통해 NDC 강화 가능 여부 파악

6단계

측정 가능한 자연기반조치를 NDC에 통합

7단계

NBS의 NDC 통합을 구현해내기 위한 조건 개선 또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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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F(2020a, 2020b)는 기후 NBS의 5가지 원칙과 이를 NDC 개정안에
통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표 4).
<표 4> WWF의 NBS 원칙과 NDC와 연계를 위한 방안
기후 NBS의 5가지 원칙 (WWF, 2020b)
1. 기후 적응 및/또는 경감과 생태계 기능 향상
2. 기후·생물학적·사회적 과학 기반 활용
3. 다른 사회적 목표와의 균형 유지(시너지 작용)
4. 토착민과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공동 수립·이행)
5. 측정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결과물
NDC 개정안과 NBS의 통합 방향 (WWF, 2020a)
1. 우선순위

자연을 활용하도록 하고, 기후 완화와 적응 모두를 위한 행동 우선시

2. 목표설정

의욕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시간 제한적(수치화)으로 설정
(예: 면적, 탄소량 및/또는 수혜 인구 등)

3. 활용 요소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점 극대화, 천연 생태계 활용, 보호구역으로부터
얻어지는 기후상 이익 포함

4. 범위

기후 완화·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생태계 유형을 고려
(예: 습지, 숲, 맹그로브, 산호초, 초지, 작업용 토지, 도시 경관 등)

5. 관리

NBS의 장기 실행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

6. 책무 통합

기후 적응과 완화를 이끌어내는 다른 국제 협약 및 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책무 통합

7. 지역 사회 협력

사회적·환경적 보호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자연기반 기후
해법의 개발과 관리에 지역 사회의 참여와 자문을 포함하도록 함

8. 지원 필요 여부

결과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필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탄소중립 활용 가능성)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NDC의 수단 중
하나로 NBS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표 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활용도가 높은 토지 및 녹지 NBS 중에서도 산림 NBS의 활용 범위는 두드러지게
넓으며, 그중 일부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맹그로브) 산림부문 중 맹그로브 NBS는 재난위험 경감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탄소 흡수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맹그로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음. 이에
맹그로브 NBS는 복수의 이익 창출로 효과와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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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농임업) 또한, 혼농임업은 기후변화 적응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접근으로 식량 안보 확보와 사회·경제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함.
- (토양탄소증진) 토양의 탄소 증진은 식량 안보 개선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여타 효과에 비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표 5> 토지 및 녹지 NBS의 활동과 기대 효과
활동
효과

고지대
농업 다양화
바이오매스 강 유역 보호 및 연안생태계
도시 녹지
초지 보호
산림 보호
(혼농임업,
(bio char,
복원 (하안림, 보호 및 복원
조성
및 복원
및 복원
생태농업 등) 바이오연료 등) 맹그로브 등) (맹그로브 등)

식량 안보

○

건강과 휴식

○

물 안보

○

○

○

○
○

사회적 통합

○

경제 발전

○

○

재해 경감

○

○

오염 여과

○

○

토지 개선

○

○

탄소 격리

○

○

열 완화

○

○

서식지 제공

○

○

○
○

○
○

○

연안 보호

○
○

○

○
○

○

○

○

○

○

○

○
○

*산림의 활용이 가능한 NBS는 회색 배경으로 표시

(저탄소발전 활용 가능성) NBS 요소 중 토지와 녹지는 활용 목표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중첩·적용되어, 탄소중립과 저탄소발전에서도 활용 가능함.
FAO(FAO, 2016; Sonneveld et al., 2018)는 기후탄력적 식량 체계 구축이
극심한 기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식량 안보 확보는 지역 사회의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산림 조성이나 녹색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경제 발전 기회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함. 그 외 CIFOR(https://www.resilient-landscapes.org), ILO와
WWF(Lieuw-Kie-Song & Perez-Cirera, 2020)와 같은 기관들 또한
장기적 고용 창출 측면에서 NBS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EU(https://
www.ec.europa.eu/info/index_en)는 자연환경이 경제 발전과 회복의
근간이 된다는 폭넓은 관점에서 ‘유럽 그린 딜’에 착수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한국판 뉴딜) 및 LEDS와도 연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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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2050 LEDS와 탄소중립은 국가적으로 큰 도전이나, 동시에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이 제2의 국가브랜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NBS는 감축분야 뿐만 아니라 적응분야에서도
산림의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산림의
가치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추진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완수해야 함.

(세부실행계획 수립, 단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3,400만
톤 기여를 실현하려면, 12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핵심과제를 NDC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탄소평가체계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결과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 심기 활동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면, 산림흡수량을 100% 인정받는 수 있는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활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산림경영 활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분해야 함. 또한, 사업 추진 이전에 이러한 활동별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파악하고, 실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한 후, 사업별 실현 가능한
목표를 부여해야 할 것임.

( 탄소흡수원 활동 추가, 단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은
공통적으로 흡수원의 보전과 증진 촉진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 NDC에서
인정하는 탄소흡수원 활동7)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지부문의
다양한 감축활동 가운데 일부만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의욕 상향을 위해서는 탄소흡수원 활동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NBS는 토지기반의 다양한 흡수원 활동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7) 탄소흡수원 활동(7) :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농경지 관리, 초지 관리, 습지 배수 및 재침수

16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2호

이를 NDC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흡수원 활동과 흡수량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협상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탄소흡수원 활동으로 승인받도록 해야 함.

(기업의 산림사업 참여 확대, 단기) 민간부문에서 기업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NDC 이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사회·기업지배
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평가의 영향으로
탄소중립을 선언8)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은 할당된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산림부문 감축사업에 접근이 가능함.
- NDC와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기업은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림사업을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인증실적을
기업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음.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파리
체제의 탄소시장에서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전(Internationally Transfered
Mitigation Outcomes, 이하 ITMOs)에 지금의 산림사업 외에도 REDD+
감축실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업의 탄소중립은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할당된 감축목표 이상의 감축실적은 NDC와 국가의 탄소중립과
별개이기 때문에 규제시장 뿐만 아니라 비규제시장의 산림사업 인증실적(예,
산림탄소상쇄제도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기업이 할당된
감축목표 이상의 상쇄활동으로 국내에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국외에서는
REDD+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인증실적을 기업의 탄소중립에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 구축이 필요함. 더 나아가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사업이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함.
- 아울러 최근 기업평가의 핵심인 ESG 평가에서 산림부문 활동과 그 실적이
평가요소로 포함되도록 ESG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8) 기
 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대응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ESG 평가가 나쁜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기업이익 창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을 본격화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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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과 적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개발, 중기) 교토체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을
다루었으나, 파리체제의 NDC는 감축은 물론 적응부문의 목표 설정과 이행까지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뿐만 아니라 적응 혜택과 회복력
강화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감축수단은 그 가치가 더 크게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됨. 산림부문 협상에서 감축과 적응의 통합적 접근방안(Joint Mitigation
and Adaptation, 이하 JMA)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이슈로 파리협정 제5조
제2항 및 결정문 16/CP.21을 통해 이미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을 대표적인 JMA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 다만,
적응부문 혜택 등을 감축실적과 같이 정량적인 수준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대표적인 JMA 활동(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등)에 대한 MRV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순환 바이오경제 체제로 전환, 장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체제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순환 바이오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임.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Horizon 2020 사업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육상생물자원(green biomass)과 해양생물자원(blue biomass)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 구축 및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소재
개발 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포럼,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최근에
시작한 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미래의 순환 바이오경제에서
산림자원 순환경제가 중추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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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가별 LEDS의 주요 산림 전략

국가별 LEDS 목표 및 산림부문 주요 전략(UNFCCC, 2021b)
국가

2050 목표

미국

2005년 대비
80% 이상

• 신규 산림조성(2천만ha 이상)
• 흡수원 확대를 위한 개선된 산림경영 추진
• 목재이용 확대 정책

캐나다

2005년 대비
80% 이상

• 산림경영 개선(벌채량 조절, 간벌재 활용 촉진, 재조림 확대 등)
• 목재 제품 이용 확대,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 지역주민(토착민)의 협조 및 참여 확대

EU

탄소 중립

• 新산림전략 제시
• 신규조림, 산림 보전·복원, 산림재해 방지, 바이오경제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독일

1990년 대비
80~95%

• 산림의 보전 및 경영에 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 목재 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영국

1990년 대비
80% 이상

• 대규모 산림 조성과 목재자원 확대를 위한 新산림네트워크 개발:
조림 지원(11백만 그루)
• 국내 탄소시장 강화, 대규모 산림 조성에 대한 지원 제도, 국산
목재 이용 확대

프랑스

탄소중립

핀란드

1990년 대비
87.5%~90%
(탄소 중립은
2035년)

• 신규 산림조성 확대
• 목재 제품의 이용 촉진

일본

1990년 대비
80%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산림경영 확대
• 목재 제품 이용 확대, 바이오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 도시 녹지의 확대 및 인식 제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 및 증진

멕시코

2000년 대비
50%

• REDD+ 전략에 따른 산지전용 방지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복원 강화
• 불법 벌채와 산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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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산림부문 주요전략

• 바이오기반 물질 활용과 목재 제품의 이용 확대

• 산림복구 및 조림 확대
• REDD+ 전략 추진 및 산림경영 확대
• 유기토양탄소 저장
•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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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1990년 대비
95% 및
기후중립

노르웨이

탄소 중립

덴마크

탄소 중립과
기후중립

• 산림벌채 제한과 신규 조림 유도 등 대책 마련
• 지속가능한 생장이 가능한 조림 수종 개발 및 국제 협력 추진
•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공급 체계 구축
• 장치 산업 생산 분야에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지침 마련
• 유럽 탄소배출권 제도(EU ETS) 활용
• REDD+를 활용한 감축 노력
• 산림흡수원(산림, 토양)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녹색
연구 전략, 2021 지방 개발 계획, 2020 재정법 제정 등)
• 조림 확대, 산림 보전 및 복원, 벌채 제한 등
•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보조금 지원 정책 마련

라트비아

탄소 중립

• 고부가가치 목재 제품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생태경제 구축
• 조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이오에너지 활용 확대
•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제도 도입 추진

마셜제도
공화국

탄소 중립

• 바이오에너지 확대

벨기에

탄소 중립

• 조림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 목재 및 바이오에너지 활용 확대, 도시 공간 녹지화

스웨덴

1990년 대비
85%
(탄소 중립은
2045년까지)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가 산림 계획 발표
•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스위스

탄소 중립

• 건축자재로 목재이용을 확대하는 정책 발표
• 바이오매스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에너지 전략 2050, ‘新 에너지
법’ 발효)

슬로바키아

탄소 중립

• 무분별한 벌채 제한
•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싱가포르

33 MtCO2e
감축

•조
 림 확대(2030년까지 200ha의 생태숲 공원 조성, ‘One Million
Trees’ 운동을 통해 2030년까지 100만 그루 이상 조림, 주요
산업단지 및 도심에 조림 확대)
•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이행
•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체코

1990년 대비
80%

• ‘지역 발전 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을 통한
농지 조림 사업 지원

오스트리아

탄소 중립

• ‘The Forest Programme 2020+(2018)’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
정책 이행
•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 비상업적(국립공원 등) 산림 확대 및 상업적 경영림 비율의
단계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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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포르투갈

피지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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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 산업에 필요한 전력 생산과 사용에서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바이오에너지의 화석 연료 대체
• 농림업분야의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경영
체계 확립
• 산림복원 사업 이행, 산림 벌채, 황폐화, 산불피해 방지
• 도심 공간 녹지화, 조림 확대, 산림 황폐화 방지, 산림 회복과
조림을 통한 토양 생산성 증대 저하된 토양 재생

탄소 중립

• 산불피해 방지
• 생산성 및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활용한 조림
• 주요 수종별 조림 확대
• 목재 및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탄소 중립

• 상업, 산업, 제조 분야에서의 목재 생산과 이용 확대
• 산림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2050년까지 8,000개 일자리)
• 조림 확대, 산림복원 사업 이행, 산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
•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기반 확충

탄소 중립

• 조림, 도시 녹지화, 산림복원, 산림경영 확대
• 탄소 저장능력이 우수한 수종 조림 정책 이행
• 건강한 산림 경영 정책 이행으로 사유림 산주의 경영 활동 참여
유도
• 목재 및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1990년 대비
31~34%

• 조림 및 복원을 통한 산림면적 확대
• 도시 녹지화
• 탄소흡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임업 발전 계획
이행, 연구개발비 확대 등)
• 플라스틱 및 콘크리트 대체재로 목재 이용 확대
• 농림업 분야의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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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체계도(산림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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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산림포럼 제1차 전문가그룹 특별회의 결과 및 시사점(최은호)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트너십』 제도 - 새로운 산림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도전과제 -(배재수·송민경)
핀란드 산림교육 동향 및 시사점(이연희·김재준)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현황 및 방제 전략과 시사점(한혜림·이승규·이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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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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호
제56호
제57호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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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제65호
제66호
제67호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
제74호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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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호
제80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재85호
제86호
제87호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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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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9호
제90호
제91호
제92호
제93호
제94호
제95호
제96호
제97호
제98호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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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결정기여(NDC) 개정 제출과 산림분야 이행방안(김래현)

2021년
제100호 싱가포르의 산림치유 정책 및 추진현황(박수진·김건우)
제101호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및 바이든 정부 시대의 협력 방향(김은희·오삼언·양아람·임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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