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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20년은 기후변화에 맞선 국제사회에 유의미한 변곡점이 되었다.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UNFCCC에 신규 또는 갱신된 국가결정기여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규 또는 추가로 제출된 감축 목표들을 모두 합하여도
기후변화 대응에 역부족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이하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 기준 배출량을 45%까지 줄여야 한다는 IPCC(2018)
의 권고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군다나 부족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라는 변수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산업·경제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의 활동은 크게
억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경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일시적 편익을 얻었다는
것이 최근 우리의 일상을 바라본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질병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유행으로 인한 일시적 환경
편익에 안주하는 것은 파리협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UNEP, 2020a)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을 지연시키는 일이다. 환경 파괴 속도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현재를 기점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더욱 의욕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환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면서 탄소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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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흡수량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대한민국정부, 2020) 국가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통제·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환경적 문제를 기술(공학)에
의존하여 해결하던 것에서 벗어나 NbS는 자연 보전 및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에
균형을 맞춰 기술과 환경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행동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NbS가 크게 주목받는
것은 자연 본연의 잠재성을 국제사회가 재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던 그동안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NbS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가 정책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NbS 추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국가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료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관심과 노력과 맞물려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NbS의 활용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국제사회가 통용하고 있는 NbS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NbS란 무엇인지 이해도를 높이고, 제3장에서는 NbS 관련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IUCN을 중심으로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그 외 국제 기구 및 기관별 주요
추진 현황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NDCs의 감축과 적응 수단으로 NbS를

4

Ⅰ 들어가며

활용한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NbS 활동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와
녹지에 관련된 NbS 활동을 추출하고, 감축 또는 적응부문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시사점 도출과 NbS의 활용방안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부문의
NbS 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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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연기반해법(NbS)의 개념과 발전 과정

1. 자연기반해법(NbS)의 개념
NbS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자연 본연의 회복력에 기반하여 다룬다는 포괄적
개념의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을 따른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생태계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결함과 동시에 인간과 자연환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제시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IUCN은 NbS를 “인류의 복지와 생물다양성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순응적으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자연 본연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을 하는 행동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하면서 훼손된 생태계는
복원하는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보, 자연재해 등 사회·환경적
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NbS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생태계기반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 EbA), 생태계기반완화(Ecosystem-based Mitigation, EbM) 등과
같은 자연기반접근법(Nature-based Approach, NbA)을 모두 포괄하는 우산
개념(umbrella concept)과 같다(Cohen-Shacham et al., 2016). 이는 IUCN이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와 일맥상통한다. IUCN은 Eggermont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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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 분류 체계를 인용하여 NbS를 체계화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다양한 생태계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럽의 연구 네트워크인 BiodivERsA가 개최한 워크숍1)
에서도 역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은 창의적이어야 하지만
완전히 새로울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NbS라는
개념에 포괄적으로 담아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궁극적으로 NbS는 장기적인 식량안보, 기후변화, 물 안보, 인간의 건강, 재난위험
관리, 사회·경제 발전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IUCN과 EU가 제시한
정의를 살펴보면 NbS는 자연환경의 취약한 점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환경적
편익까지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접근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대표적인 NbS의 정의
“인류의 복지와 생물다양성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순응적으로
IUCN

사회문제를 다루는 자연 본연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을 하는 행동들”

EU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자연이 뒷받침하는 동시에 환경·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며 복원력 구축을 돕는 비용 효율적인 해결 방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 [2장. 자연기반해법(NbS)의 발전 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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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기반해법(NbS)의 발전 과정
NbS의 개념이 과학적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며(Blesh
and Barrett, 2006), NbS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2002년이다(CohenShacham et al., 2016). 이후 NbS의 개념은 생물다양성과 인류복지 사이의
관계에 근간을 두고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그림 1).
2005년,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에
의해 생태계 악화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을 감소시키고 인류복지를 위협한다는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생태계서비스 공급의 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MEA, 2005). 2000년대 후반
‘자연을 보전한다’는 의미는 자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NbS는 자연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주체로
변화하였다(Mace, 2014).
세계은행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적응: 자연기반해법(Biodiversity,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Nature-Based Solutions)’ 보고서(2008)를 발간
하면서 NbS 개념을 공식적으로 소개하였다. 세계은행은 NbS가 산림을 포함하
여 육상과 담수·해양 생물 및 유전다양성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원조의 핵심축임을 밝히고 있다(World Bank, 2008).
2009년, ‘자연적 해결방안으로서의 보호구역: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
(Natural Solutions Protected Areas: Helping people cope with climate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자연기반해법 활용

2005

유엔 새천년
생태계평가

자연기반해법
용어 등장

2010
자연기반해법으로서의
보호구역:
인류의 기후변화
대처 기여 방법

2014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 및 적응:
세계은행 포트폴리오
기반 자연기반해법

BiodivERsA
전략 전망 워크숍 :
‘BiodivERsA가
바라보는 자연기반 해법

2002

2014
<그림 1> NbS 관련 주요 논의와 발전 과정

change)’ 보고서(Dudley et al., 2009)2)는 전 세계의 자연보호구역을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토지이용 관리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법과 정책 및 재원 등 다양한 노력이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구역은 이러한 노력이 이미 투입된
지역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따라서 보호구역 확대, 관련
거버넌스와 정책 개선, 재원 증대는 보호구역의 탄소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IUCN은 2009년 제1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15)에 입장
표명서(position paper)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NbS를 기후변화 대응의
해결책으로 등장시켰다. 이후 IUCN의 NbS 프로그램 2013-2016 발표(2012),
NbS 프레임워크 개발(2014~2016), NbS 글로벌 표준 마련(2020), NbS 영향

2) IUCN-세계보호구역위원회(IUCN-WCPA),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TNC), 유엔개발계획(UNDP), 야생생물보호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WCS),
세계은행 및 세계자연기금(WWF)이 위탁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보고서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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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 발표
기후 변화 대응
자연기반해법 성명서

유럽연합(EU) 연구
혁신 계획에서 NbS를
중심 주제로 다룸

2015-2016

자연기반해법 영향 평가:
관련 실무자 핸드북

2021

평가 개발(2021) 등 NbS의 개념과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국제기구 및 기관별 자연기반해법(NbS)
추진 현황’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NbS는 IUCN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 가운데
유럽에서 개최된 BiodivERsA 전략 전망 워크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
년에 BiodivERsA가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NbS를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NbS의 개념과 정의를 논의하였다. NbS는 사회 경제 환경 부문에서
예상되는 시너지와 상충 효과를 고려하여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Balian E. et al., 2014).
이후 NbS의 개념과 정의는 지속적으로 학술적인 논의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IUCN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구심점이
되어 진행되었다. Eggermont et al.(2015)은 NbS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유럽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NbS를 생태계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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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유형분류 체계는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론과 접근법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NbS
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향·피해의 경감,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NbS의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UCN 보고서인 ‘기반시설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생태계: 이행 관련 교훈 및 지침(2017)’에서는 NbS를 포괄적인
‘우산’의 개념으로 제시하며, NbS라는 ‘우산’ 하에서 생태계기반 재난위험
감소 방안(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Eco-DRR)과 EbA
를 적용하였다. 부르키나파소, 칠레, 중국, 네팔, 세네갈 및 태국의 사업 사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들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NbS 이행지침을
정리하기도 하였다(Buyck et al., 2017).
2019년에 개최된 기후행동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발표한
자연기반해법 성명서(The Nature-based Solutions for Climate Manifesto)는
NbS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수단으로 선언되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연기반해법 연합(NbS Coalition)
이 결성되는 등 다자간 또는 국가 간 연합체가 다수 결성되었다. 구체적으로
NbS는 9개3) 핵심 이행 트랙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시하고 자연의 잠재력을 활용한 국가 간 그리고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함을

3)① 기후완화(Mitigation), ② 변화의 사회정치적 동인(Social and political drivers of change), ③
청년 참여 및 대중적 동원(Youth engagement and public mobilization), ④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⑤ 산업(Industry), ⑥ 회복력과 적응(Resilience and adaptation), ⑦ 사회기반과
도시 및 지방 단위 행동(Infrastructure, cities and local action), ⑧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⑨ 기후 재정 및 탄소가격제(Climate finance and carbon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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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이 성명서는 정상회의에 참가한 지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할
영역 4가지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NbS의 4가지 영역
1. 국가적 거버넌스, 기후 행동 및 정책 관련 협약 등에 NbS 확대 및 주류화
2.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개발협력 의제와 시너지를 창출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
3. NbS가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국내외 거버넌스 강화,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가속화하는
등 생태계 파괴 행위를 지원하는 재정 차단, NbS 민관 투자 확대와 녹색재정 등을
활용한 NbS 장려
4. 산
 림과 육상생태계 보전·복원, 해양 및 해안 생태계 보전·복원,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
공급 체계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 등 핵심 영역에 있어 기후변화 완화, 회복력 및
적응을 위한 NbS 확대
출처: Nature-based Solutions Coalition(2019)

우리나라 역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적응 전략 마련’에 NbS를 포함시켜 탄소흡수원인 산림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2021년에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NbS를 ‘Race to
zero’ 캠페인의 촉매제 중 하나로 NbS를 내세워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NbS의
활용 가능성과 사회·환경문제 해결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 NbS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많은 NbS 활동이 이행되는 산림부문에서 NbS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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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의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NbS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접근법으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 기구와 기관별
NbS 이행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NbS 논의를 이끌고있는 IUCN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외 국제 기구와 기관별 주요 추진 현황을 확인하였다.

1.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사회에서 NbS가 인정받기까지 IUCN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IUCN이
제시한 NbS에 대한 정의(2016)는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IUCN은 유사한 용어들로부터 NbS를 구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NbS 활동을 선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8가지 기본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NbS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IUCN
은 개념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이행 수단으로 NbS를 활용하기 위하여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NbS 활용으로부터의 성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NbS와 관련된 IUCN의 활동은 2009년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UNFCCC COP15)에서 입장표명서(position paper)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입장표명서는 교토의정서의 1차 감축 기간이 끝나는 2012
년 이후의 新기후변화 체제에서 NbS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NbS를 광범위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계획과 전략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IUCN, 2009). IUCN은 NbS가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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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the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와 EbA를 뒷받침하고 둘째,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셋째, 산림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넷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이용
또는 EbA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본 입장표명서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2009

2014-2016

IUCN NbS
프레임워크 개발

제15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UNFCCC COP15)
세계자연보전연맹 입장표명서
(IUCN Position Paper)

자연기반해법
용어 등장

2002

2013-2016
세계 자연보전연맹 계획
(The IUCN Programme
2013-2016)

2013

IUCN
자연기반해법
전 지구적 기준

2020

<그림 2> IUCN의 NbS 활용 과정

IUCN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NbS 및 자연환경 거버넌스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 2012년에 2013-2016 세계자연보전연맹 프로그램(The IUCN
Programme 2013-2016)을 발표하였다.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 감소를 위해 NbS를 적용하여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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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UCN 프로그램의 세 가지 분야
영향

글로벌 결과와 결과지표

공통 영향지표

1) 자연 보전과 가치화
: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IUCN의 업무 강화
1. 효
 과적으로 관리되는 보호구역의 범위, 대표성,
연결성
2. 보호구역 안팎의 주요 종 다양성 비율
종과 생태계
3. IUCN 적색목록 데이터 내보내기
서비스의 보존은 4. IUCN의 자문과 입장이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ITES(Convention on
증진되어야 한다.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WHC(World
Heritage Convention)에 반영되는 정도

생물다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생물종, 생태계시스템,
유전적다양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의 비율

2) 효과적이고 공정한 자연의 이용
: 인간과 자연의 관계, 권리와 책임 및 자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IUCN의 업무 공고화
효과적이고,
정의로우며,
성(性)이슈에
대응적이고,
공평한 보전은
실질적인
생계수익을
낳는다.

1. 새로운 IUCN 천연자원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를 기반으로 한 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개선
2. IUCN의 천연자원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라 관리되는 보호구역의 범위
3. IUCN의 천연자원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어업·임업 면적(ha)
4. 생태계 접근방식 및 IUCN의 천연자원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라 관리되는 공해(high seas)의
범위

지속가능하게 관리
되는 천연자원부터
가구원에 이르기까지
기여하는 정도 증대

3) 기후, 식량 및 개발분야의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NbS를 효율적으로 활용
: 자연의 기여에 관하여 IUCN의 외연 확장
전지구적 과제

1. 국제, 국가 및 기업 수준에서 기후변화, 식량안보,

(기후,식량,개발)는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정책의 자연기반해법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자연기반해법을

통합 범위

얻는 편익에 대한 추세

통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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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량, 기후변화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속
가능하게 경영, 보호 또는 복원된 경관으로서 (예: 식량과 식수
접근성 안보에서의
탄력적이고 다양한 경관의 규모(ha)
3. 생
 물다양성 가치를 계획 및/또는 회계 시스템 성 차별적 변화)
에 통합한 정부 및 공공/민간 기업 수
출처: IUCN(2012), 저자 재작성

IUCN은 몇 가지 원칙을 통하여 어떤 유형의 개입이 NbS로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7가지 지침을 제공하였다.
<표 4> NbS 적용의 원칙
1. 핵심 지구적 과제에 대한 효과성
 명확성과 사실성을 기반으로 주요 지구적 과제에 대해 실재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다른 일반(conventional) 접근법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시되어야 함.
2. 다양하고 잘 관리된 생태계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편익 제공
 기존 생태계의 가치는 최소한 유지(그리고 가급적 강화)되어야 하며 생물다양성의 추가
손실은 방지되어야 함. 탄력적이고 기능적인(well-functioning) 생태계의 서비스와
이점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온전히 유지해야 함.
3. 다른 방안에 비해 높은 비용 효과성
 실제 비용과 편익은 장단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다른 방안과의 비교로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함. 특정 방안은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광범위한 채택이
가능해야 하므로 비용 효과적이어야 함.
4. 쉽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근거
 NbS의 논리는 알아듣기 쉽고 명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득력있게
전달되어야 함. 즉, 견고한 증거기반과 정직성이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혹은 위협과 관련한 보호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단순히 이슈를
자본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하고, NbS 도입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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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
 정 가능성, 검증 가능성, 반복 가능성
 NbS는 특정한 과제와 부수적 편익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직접적 결과를 확정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함. NbS의 개입이 완전히 귀속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일부는
정량화되기까지 수년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함.
6. 천연자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 존중 및 강화
 특정 NbS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건(특히 지역사회의 참여, 권리와 보유권 인정,
그 외 제도적 및 거버넌스 마련)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범위(성별, 민족성, 사회적 집단에 대한 차별화 등)를 명확한
이해하여 관리되어야 함.
7.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 모두 활용
 NbS의 설계와 구현은 시장이 인류 복지에 대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지 여부와 이유, 그리고 NbS가 투자자, 생산자, 소비자를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지와 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출처: IUCN(2012)

다수의 국제기구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적용한 기술의 적용 수준과 유형에
따라 NbS를 분류한 Eggermont et al.(2015)의 유형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IUCN 또한 NbS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용하여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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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bS 유형 분류 체계
출처: Eggermont et al.(2015), 저자 재작성

<그림 3>에서 가로축은 대상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하는 정도, 즉, NbS 목표달성을
위해 인간이 생태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지를 나타낸다. 왼쪽 세로축은 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와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의미하며, 오른쪽 세로축은 그를
통해 얻어지는 생태계서비스의 전달 수준을 나타낸다. IUCN이 제시한 NbS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유형1은 생태계에 대한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한 경우로, 보전된 생태계의
생태계서비스 전달을 유지 또는 개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유형2는 생태계에 대한 부분적 개입이 있는 경우로, 지속가능하고 다원적인
생태계 및 자연 경관의 개발을 의미하며 특정 생태계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유형3은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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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UCN이 정의한 프레임워크
출처: IUCN(2020), 저자 재구성, Eggermont et al., 2015

이러한 3가지 NbS 유형은 <그림 4>와 같이 NbS는 5가지로 접근할 수 있으며4)
구체적 내용을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NbS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는 Cohen-Shacham(2016)의 분류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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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NbS의 우산 개념 하위의 분류 및 다양한 접근법
분류

NbS의 접근법
• 생태복원(Ecological Restoration, ER)
- 생태복원은 훼손된 생태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본래의 상태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Covington et al., 1998).
생태적 복원은 생태계 복원이라는 용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태적 복원의 경우 환경적 목표에만 집중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Cohen-Shacham et al., 2016)
• 생태공학(Ecological Engineering)

1. 복원

- 생태과학에 근간을 두며 생태학과 공학에서 뻗어나온 생태공학은
생태복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실용적인 측면과 과학적 연구모두에
적용됨. 생태공학은 생물종(더 작은 단위)에서부터 전 지구적 수준에
걸쳐 모든 규모에 적용될 수 있음(Cohen-Shacham et al., 2016;
Gosselin, 2008; Palmer et al., 2014; Schulze, 1996)
• 산림경관복원(Forest Landscape Restoration, FLR)
- 산림전용과 황폐화된 산림 경관으로부터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 과정을 의미함(IUCN and WRI,
2014; Mitsch, 2012)
• 생태계기반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 EbA)
- 생태계기반 적응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
문화적 공동 편익을 고려한 적응 전략의 일부로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전·복원을 의미함(CBD, 2010)
• 생태계기반완화(Ecosystem-based Mitigation, EbM)
- 생태계기반 완화는 EbA와 함께 탄소저장을 통해 지속적인 생태계

2. 특정 이슈

기능과 인류의 건강 및 사회·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 감소를 전 지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생태계기반 감축의 목표임(PEDRR, 2010)
• 기후적응서비스(Climate adaptation services)
- 생태계기반 적응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기후적응서비스는
대체로 생태계 매커니즘과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적응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더 포괄적인 개념임(PEDRR, 2010).

26

Ⅲ 국제기구 및 기관별 자연기반해법(NbS) 추진 현황

• 생태계기반 재난 위험 저감(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Eco-DRR)
- 생태계기반 재난 위험 저감은 특정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
및 복원함으로써 생태계 회복력 강화와 위험 저감을 통하여 재난 위험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생태계기반 적응·감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생태계기반 재난 위험 저감은 재난 사태에 집중하고 반드시 기후변화에
연계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PEDRR, 2010)
• 자연기반시설(Natural Infrastructure)
- 자연기반시설은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여 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보전·강화하고 인류에 이로 인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자연 지역의 연계망
을 의미함(Benedict and McMahon, 2006)
3. 기반시설

• 녹색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
- 녹색기반시설은 모든 공간적 범주에서 자연적, 준자연적(seminatural), 인공적 연계망을 포괄하는 개념임(Tzoulas et al., 2007).
녹색기반시설과 자연기반시설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고 두 기반
시설 모두 ‘회색기반시설(Grey Infrastructure)’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으나, 기획 및 관련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차이가 있음(Krchnak
et al., 2011)
• 통합적 해안 지역 관리(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 통합적 해안 지역 관리는 해안 관리의 목표와 필요 수단을 육·해상
구성요소에 대한 정책, 분야, 행정 주체의 단위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함으로써 해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함(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Glossary, https://
www.eea.europa.eu)

4. 관리

•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실증적 개념으로 ‘세계
물 파트너쉽(Global Water Partnership)’의 규정이 널리 통용됨에
따라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중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확보하면서도
연계된 사회·경제적 복지와 이익은 극대화하여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물, 토지, 관련 자원의 통합 개발 및 관리를 장려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Garcia et al., 2003; Kappel et al., 2006; WWAP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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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기반 보전 접근법(Area-based conservation approaches)
- 지역 기반 보존 접근법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온 ‘보호구역’
5. 보호

과 ‘기타 효과적 지역 기반 보전 수단’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일정
지역의 자연과 생물다양성 및 연관 생태계서비스, 여러 문화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현장’에서 보전하기 위한 법률 및 기타 수단을 의미함
(Maxwell et al., 2020)

이후 IUCN은 2020년에 접어들면서 마침내 NbS 이행을 평가하고 성과를
확인하여 지역단위부터 국가 및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도록 ‘IUCN
자연기반해법 전 지구적 기준(IUCN Global Standard for Nature-based
Solutions’과 관련 지표를 발표하였다. 이들 지표는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NbS의 설계,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전지구적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8개의 기준과 28개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NbS의 기준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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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1
사회적 문제

1.1 권리자와 수혜자를 위한 가장 긴급한 사회 현안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1.2 다루어지는 사회 현안이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명시되어 있는가?
1.3 NbS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삶이 확인되고, 측정되며, 주기적으로 평가되는가?

포괄적 범위(scale)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는가?
2
범위에 따른 다른 조치와의 상호 영향을 인지 및 통합하여 분야를 초월한
설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2.1 NbS 설계가 사회·경제·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가?
2.2 NbS 설계가 기타 상호보완적 개입을 포함하고 분야 간 시너지를 추구하는가?
2.3 NbS 설계가 사업 지역을 넘어 위험 인지 및 관리를 포함하는가?

3
생물다양성
순편익
창출 여부

생물종다양성과 생태계 무결성에 대한 순편익을 가져다주는가?

4
경제적
실현가능성

경제성이 있는가?

5
포괄적
거버넌스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강력한 거버넌스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가?

3.1 NbS 이행이 생태계 현황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와 생태계 파괴 및 감소 요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가?
3.2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결과가 확인되고, 측정되며,
주기적으로 평가되는가?
3.3 NbS에서 발생하여 자연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역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모니터링에 포함되어 있는가?
3.4 생태계 보전 강화 기회와 연계성이 확인되어 NbS에 포함되는가?

4.1 NbS 관련 직·간접적 편익 및 비용의 분배 주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4.2 NbS 관련 모든 규정과 부속 조항의 예상되는 영향을 포함하여 NbS 채택을
뒷받침하는 비용 대비 효과 관련 연구가 제공되는가?
4.3 NbS 설계의 효과성이 관련된 모든 외부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비해 큰가?
4.4 NbS 설계에서 시장 기반. 공공 분야, 자발적 공약 및 규제 체계 준수 등 다수의
필요 자원 동원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5.1 NbS 사업 개시 전 모든 이해관계자가 숙지하여 동의한 의견 교환 및 분쟁 조정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가?
5.2 모든 참여과정은 성별과 나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상호 존중과 평등이 원칙이며,
선주민의 자유 의지에 따른 사전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얻었는가?
5.3 NbS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확인하여 모든 관련 사업 과정에
참여토록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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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의사 결정 과정이 문서로 기록되며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권리에
대응하고 있는가?
5.5 NbS 적용 범위가 일정한 관할 범위를 넘을 경우, 해당하는 지역 모두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의사결정 체계가 수립되었는가?

1차적 목표 달성과 복수 편익의 지속적인 제공 과정에서 균형이 유지되는가?
6
상충 요소 간 6.1 NbS 사업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 및 관련 상충 작용이 분명하게 주지되고 보호
균형
및 개선 방안이 안내되었는가?

6.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더불어 토지와 자원 관련 권리, 사용 및 접근이
권리자에게 공지되고 그 권리가 존중되었는가?
6.3 수립된 보호 방안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되어 상호 동의한 상충 관계의 한계를
넘지 않고, 전반적인 NbS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가?

7
증거기반
적용

증거를 기반으로 조정하며(adaptively) 관리되는가?
7.1 NbS 전략이 수립되어 관련 사업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7.2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이 사업 전 과정을 아울러 개발되어 이행되는가?
7.3 사업 전 과정을 아울러 반복 학습을 통한 조정형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가
적용되어 있는가?

8
주류화와
지속가능성

적절한 관할 환경 내에서 지속가능하고 주류화되었는가?:
분야·국가·정책 간 협력, 전략적 의사소통 및 접촉 등을 통한 관리와 주류화
8.1 NbS 설계, 이행 및 관련 교훈이 공유되어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가?
8.2 NbS이 정책 및 규제 체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향상하여 활용과 주류화를
뒷받침하는가?
8.3 유엔 선주민 인권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을 포함하여 인류의 안녕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및 인권 관련 국가 및 전 지구적 목표에 NbS가 적절하게 기여하는가?

출처: IUC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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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국제기구 및 기관
2.1. 유엔환경계획(UNEP)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NbS에 대해 개념적
접근보다는 이행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각국의 NbS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시작되는 ‘유엔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2021~2030)’
에서는 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함께 생태농업(agro-ecological farming)을 확장하는
등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IUCN과 함께 전반적인 NbS와 EbA를 위한 국제 기금5)을 조성하였다.
EbA는 다양한 NbS 접근방식 중 하나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생태계 서비스를 종합적(holistic) 적응 전략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EbA의 이행을 위해 UNEP는 세계 각국 정부들과 협력을 이루고 국가적응계획
(National Adaptation Plan, NAP)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기후 위기를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부터 최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왔으며, 특히 해안 지역에서의
적용을 돕기 위해 국가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UNEP,
2016). 거시적 접근으로는 NbS 이용의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Adapt with
Nature)을 개발하고, 세계 각국의 사례를 취합 공유하기 위한 NbS 기여플랫폼
(NbS Contribution Platform)을 구축하였다.

5) 생태계기반 적응 이행 및 확대를 위한 지원(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and Upscaling of
Ecosystem-Based Adaptation: 20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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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안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다루는 다양한 EbA
해양생태계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연관성
해수면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해안 EbA 선택안
• 산호초 복원 및 보전
• 천연 방파제
• 맹그로브 복원 및 보전
• 해초 복원 및 복원
• 사구와 해변 복원 및 보전(사구 안정화)
• 해안습지 보전 및 복원
• 수방 재배치(Managed realignment) / 해안 연도 제한선

고강도의 폭풍우와
허리케인

(Coastal setbacks)
• 생태계 기반 생계의 다양화 및 보호
• 해양 보호지역(Marine Protected Areas, MPAs)과 그 외
지역 기반 관리 수단
• 지속가능한 어업 경영 계획 또는 어업에 대한 생태계 접근법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EAF)

출처: UNEP(2016)

그 외 유엔환경계획-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는 EbA를 일컬어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고, 사회·문화적 편익을 통해 지역 사회가
장기적으로 회복력을 갖추도록 하는 가장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NbS’라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EbA와 그 효과에 대한 증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EbA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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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엔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2021~2030 유엔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
목적

‘유엔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은 인간과 자연의 편익을 위해 전 세계 생태계의
훼손(degradation) 방지와 복원을 목표로 함
전 지구적 움직임 조성
- 협력 구축
- 가치기반의 복원 필수 사항 개발
- 개인의 참여
- 청년들과 협력

- 교육자와 협력
- 우수 계획(사례) 소개
- 2030년 이후를 대비한 초석 마련

정치적 지원 마련
- 국가 원수와 기타 의사결정권자의 참여
- 분야 간 토론 회합
- 재정 조달과 방향 조정
전략

기술적 역량 구축
-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효율적 사용
- 현장의 움직임 도모 및 가속화
관리 방식
- 거버넌스 구조: 이행 기구(UNEP, FAO), 합동 조율팀(UNEP-FAO), 고위급 전략
그룹(UNEP-FAO), 자문위원회, 회합과 전략 개발을 위한 TF팀, 가치기반의
의무 개발을 위한 패널 ‘Humans in Nature’
- 재정 지원: 공공·민간 부문의 재정 동원, 조율팀 및 주요 파트너를 위한
다자신탁기금(Multi-Partner Trust Fund: MPTF)의 체계적 지원
- 모니터링 과정: 기존의 보고 체계와 국제협약 등을 활용한 전 지구적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UNEP-FAO 평가실의 합동 평가(2025년, 2028년에 실시)
UNEP는 FAO와 함께 ‘유엔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의 이행 기관으로서 다음
계획을 추진함:

추진
계획

- 디지털 허브 개발
- 정보 확산
-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관을 통해 복원 이니셔티브의 시너지 창출
- 분야 간(사회 지도자, 인플루언서, 의사결정자 등) 대화 촉진
- 이니셔티브를 통해 얻는 정보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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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30 유엔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
- 복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추진
계획

- 생태계 복원과 SDGs 간의 시너지 증대를 위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 리우 협약(생물다양성·기후변화·사막화방지 협약) 등 유관 협약과의 조정
메커니즘 수립
- 전 세계 복원 이니셔티브 모니터링 및 평가
지식의 가치화와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반을 마련함:
- FAO 주도의 운영 대책 위원회 구성
- 로드맵 구축
- 단계 1. 위원회 구성원 전반에 걸친 전문성, 역할 및 책임 분야 파악
- 단계 2. [단계 1]에서 지식의 가치화가 집중되는 생태계와 지역을 우선
- 단계 3. 자료 제공 파트너와의 면밀한 조사(mapping) 및 지식에 대한 확인, 공유,

경과

수집 또는 생성 목적의 상호 작용
- 단계 4. [단계 5]를 위한 역량 수요 평가
- 단계 5. 지식 생성 및 학습 계획 수립
- 단계 6. [단계 5]를 기반으로 주요 지식 산물에 대한 참조 조건 마련
- 단계 7. 우수 사례의 가치화, 분류, 확인 및 확산
- 생태계 우선 순위화 방법론 개발: 지식의 자본화와 보급 목적
- 하위 조직 구성: 목표와 양식, 프로세스 등 개선을 통해 기존의 유망한 우수 사례
수집·보증·전파 목적

출처: UNEP(2020b); decadeonrestoration.org; fao.org; globallandscapesforum.org

최근 UNEP에서 전 세계 NbS 이행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기후 적응을 위한 사업
중 기후 위기 경감을 목표로 이행된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에 불과하지만
2015년 이후 사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전에 비해 2017년부터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확대된 규모는 추적 가능하지만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경감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효과와 증거는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이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증거기반의 이행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UNE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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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후 위험 NbS의 활용 분포
출처: Kapos et al.(2019), 저자 재작성

<그림 6> UNFCCC 기후기금의 주요 기후적응 사업(착수 연도·지원금 규모별) 수
출처: UNEP(2021),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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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AO는 NbS의 정의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IUCN과 동일한 유형분류
체계를 차용하고, NbS 이행을 위한 5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NbS의 개념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로드맵은 비록 물 관리 NbS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해당 로드맵이 지향하는 방향은 NbS 활용의 포괄적인 배경과 목적에 일치한다.
<표 9> NbS 이행을 위한 5단계 로드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관심사(목표와 전략)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한다.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목표는 조율하고, 보완성의 원칙을 따른다. 환경적으로
NbS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NbS 사업 모델은 NbS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조달되는지가 나타나야 한다.
NbS를 이행할 때에는 프로젝트의 구성을 워크패키지(work packages)나
결과물(deliverables)과 같이 작은 단위로 나누어 이행하도록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NbS의 금전적·생태학적 비용과 편익에

5단계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또한, 모니터링 체계는 NbS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능에 따른 보상 혹은 제재를 위해 사용된다.

출처: Sonneveld et al.(2018)

FAO는 NbS의 기반 마련을 위해 로드맵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NbS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평가 결과는 9
가지 평가 요소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표 9), FAO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연관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였다(Sonneveld et al., 2018). 다만, FAO가 제시한 평가
방법은 정성적 평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 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Nb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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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NbS 평가 요소 및 기준
평가 요소
• 이해관계자와 수혜자 구분
• 보편적인 황폐화 과정
• 이해관계자의 참여
• 초학문성(Transdisciplinarity)
• NbS 개입 유형(유형 분류 체계 참고)

• 관리인을 위한 보상 제도
• 제도적 협력의 안정성
• 재정의 안정성
• NbS의 성패 여부

NbS 평가표
표기

초학문성 정도

관리인 보상 제도

제도적 협력

성공/실패

--

다분야적 접근 없음 보상 제도 없음

제도적 협력 없음

사회·생태학적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함

-

다분야적 접근은
존재하나 이행이
성공적이지 못함

보상 제도는
존재하나 구현에
성공적이지 못함

부분적 협력이
존재함

두 목표 중 한 가지만
(either) 달성함

-+

다분야적 접근이
존재하며 부분적
효과를 보임

보상 제도가
존재하며 부분적
효과를 보임

제도적 협력이
존재하며 미미한
효과를 나타냄

사회·생태학적 목표
중 일부(part) 달성함

+

성공적인
NbS의 목표에
단결된(alignment) 사회적 목표와
접근으로서 다분야 부합하는 성공적인 활동들로 성공적인 생태학적 목표 모두
(transcedence)
보상 제도가 존재함 협력을 구축함
성공적으로 달성함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명확함

++

매우 성공적인
접근으로 다분야
(transcedent
disciplines) 이해
관계자들이 NbS
전과정(설계~ 이행)
에 충분히 참여함

NbS의 목표에
부합하며 다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6))를
장려하는 매우
성공적인 보상 제도
가 존재함

단결된(alignment)
활동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계
정립으로 매우
성공적인 협력을
구축함

사회·생태학적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
하고 두 목표가 상호
강화 관계에 있음

출처: Sonneveld et al.(2018), 저자 재작성

6)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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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럽연합(EU)
EU는 NbS의 정의를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연구와 NbS 이행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플랫폼 7)을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노력을 하고 있다. EU는 회원국들에게 공동 이행방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 사업은 일부 기관의 주도하에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합은 기관들이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원 및 재원과 지식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U의 기금으로 착수된 ThinkNature 프로젝트는 NbS의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분류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그림 7과 그림 8). 프로젝트는
다수의 기관에서 활용하는 Eggermont et al.(2015)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되
하위 범주를 추가하고 각 범주에 따라 세분화된 사례를 분류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을 발전시켰다(그림 8). 또한 성공적인 NbS를 위한 수립, 이행, 조정 지침을
제시하였다. 결과와 관련하여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평가방법론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NbS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요소를 설정함으로써 성공적인
NbS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NbS의 목적, 유형, 규모, 예측 영향, 모니터링
수단 등에 따라 각 활동에 적합한 모니터링 방법은 상이하지만 모든 모니터링에
공통으로 포함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장기적이고 다양한 규모에서의 활용 가능성
- 기준선 데이터의 가용성
- 실현가능성-비교가능성-반복가능성
- 체계적인 우수성 및 정확성
- 비용의 효율성

7) Oppla와 Think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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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자
선별

연구의
필요성

1. 문제 정의
2. 이해관계자 선별

계
획

3. 예비분석
(Scoping analysis)
공동 설계

4. 대안적 시나리오 / 설계
정의
재시도

5. 예비 평가
다원적 편익

예 / 아니오

7. 평가

6. 세부 설계

8. 경영사례(Business case)/
자금조달
9. 이행

11.
평가, 조정

실
행

10. 모니터링

조정
<그림 7> NbS 이행 체계
출처: Somarakis et al.(2019),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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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ermont et al.(2015)의 유형 분류 체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자연생태계 활용

관리 혹은 복원된 생태계

새로운 생태계 생성

(개입이 최소화 된 또는 없는)

(부분적 개입)

(포괄적 개입)

EU의 유형 분류 체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보호 또는 자연 생태계의
보다 나은 이용

관리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위한 NbS

새로운 생태계
구현 및 경영

- 육상·해양·연안 지역 생태계
보호 및 보전 전략

- 농업 경관 경영
- 연안 경관 경영
- 대규모 도시 녹지 경영
- 모니터링

- 집중적 도시 녹지 경영
- 도시 계획 전략
- 도시 물 관리
- 황폐 육상 생태계의 생태 복원
- 반자연적 수역 및 수로학
네트워크의 복원과 구축
- 기능이 저하된 연안·해양
생태계의 생태학적 복원

<그림 8> ThinkNautre의 NbS 유형 분류 체계
출처: Eggermont et al.(2015); Somarakis et al.(2019), 저자 재구성

ThinkNature의 조사에 의하면 새로운 분류 방식에 따라 ‘유형 1’에 해당하는
NbS는 모두 보호와 보전 활동이며, ‘유형 2’와 ‘유형 3’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NbS 활동은 도시 녹지 공간의 경영인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9). 농경지
경영과 관련한 NbS는 토지 내 수분 보유능력과 침투 강화, 토질개선 활동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생태농업, 혼농임업, 농축 플랜팅
(Enrichment planting) 등이 비슷한 수준의 이행률을 보였다(Somarakis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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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회원국들이 NbS의 이행에 참여하도록 큰 흐름에서 정책적 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2020 EU 생물종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to 2020) 8)’
을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유럽 전체의 사회·경제 발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하고자 NbS를 활용한 전략들을 내세워 ‘유럽형 그린딜(European Green
Deal(2020~2050))’을 선보이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하여 NbS의 실제
적용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유형1
5.0%

유형2
31.4%

유형3
63.5%

(a)
2.9%
2.0%

2.9%

22.0%

집중적 도시 녹지
공간 경영

7.6%

도시 계획 전략

농업 경관 경영

14.0%

유형2

연안 경관 경영
대규모 도시 녹지
공간 경영
모니터링

62.0%

(b)

14.3%

유형3

도시 물 경영
45.7%

황폐화된 육상생태계의
생태 복원
준자연수역과 수문학
네트워크의 복원 및 생성

26.7%

(c)

황폐화된 연안 및
해양생태계의 생태 복원

<그림 9> EU NbS의 기술적 개입 정도에 따른 유형별 비율(a)과
유형2(b)와 유형3(c)의 활동 비율
출처: Somarakis et al.(2019), 저자 재작성

8) 2050년 달성을 목표로 ‘생물종다양성 전략’ 달성을 위한 단기적 목표에 해당하며, 2030 EU
생물종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의 전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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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물다양성보전협약(CBD)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생물다양성을 일컬어 물과
토양에 밀접한 요소이자 자연 생태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
경감 목적의 NbS를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자들의 이해와 이행을
돕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EbA와 Eco-DRR을 기반으로 EbA 원칙과
보호장치, 수립과 이행 과정 등을 포함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표 11과 그림 10).
<표 11> EbA와 Eco-DRR 원칙
생태계기반 적응(EbA)과 생태계기반 재난위험 감소 방안(Eco-DRR)의 원칙
1. 사회생태학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모든 범위의 생태계기반
접근을 고려해야 함.
복원력 구축과
적응력 향상 원칙

2. 재난 대응은 적응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더 나은 재건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고, 기후탄력적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재난 관리의
모든 과정에 통합되어야 함.
3.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포괄성·형평성
보장 원칙

4. 기후변화와 재난위험이 생태계, 취약계층, 지역 사회, 여성들에게
차등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함.
5. 일부 EbA와 Eco-DRR은 넓은 시·공간적 규모에서만 성과
(benefits)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인지 하에 적합한 규모에 대한

다양한 규모에서의
활용을 위한 원칙

개입을 구상해야 함.
6. EbA와 Eco-DRR은 서로 교차되는 분야(sectionally crosscutting)로서 이해관계자와 권리 소유자 간의 공동작업, 조정 및
협력을 수반해야 함.

효과와 효율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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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bA와 Eco-DRR은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경우 토착의
전통 지식도 통합되도록 함. 그리고 이용가능한 최신의 과학, 연구,
데이터, 실제 경험, 다양한 지식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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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bA와 Eco-DRR에는 적응 관리와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는
메커니즘(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
이 통합되어야 함.
9. 한계를 파악 및 평가하고 잠재적인 상충은 최소화하도록 함.
10.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성평등, 건강, 적응, 위험 경감
등의 다원적 편익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
출처: CBD(2019), 저자 재작성

<그림 10> EbA와 Eco-DRR 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
출처: CBD(2019),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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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엔개발계획(UNDP)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국가의 NbS 정책화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NbS 체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UNEP과 함께 기여한 바가 크다. 더불어
UNDP는 국가적응계획(NAP) 수립에 있어 NbS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특히
NbS의 활용은 국가결정기여(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UNDP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에서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Pathway for increasing nature-based solutions in NDCs)’9)을 발간하여
(UNDP, 2019b) 각국이 NDC 이행을 위하여 NbS를 연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NbS를 NDC 상에서 주류화 하기 위한 툴킷(toolkit) 10)
을 정리하여 제공하였다(UNDP, 2019a). NDC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NbS는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 부문에서 보호, 복원,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초지,
맹그로브,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NbS 자체로 2030
년까지 필요로 하는 비용 효율적인 탄소감축 요구량의 적어도 3분의1 정도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툴킷은 기후변화, 자연환경 관리, 산림,
기타 토지이용 부문, NDC와 관련된 타부문들과 연관 있는 국가기관의 핵심정보,
방법론, 지침을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UNDP는 대부분 지역 사회의 기후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NbS를 고려하고 그
수단으로 산림, 수자원, 해양, 토지 등으로 폭넓게 다룬다. UNDP는 현재의 전
9) 본고의 4장. 자연기반해법(NbS)과 NDCs에서 자세히 다룸
10) A
 ccelerating climate ambition and impact: Toolkit for mainstreaming nature-based
solutions into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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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 소비 양상은 지속 불가능한 체계이기 때문에 산림을 포함한 녹지를
지속가능한 수원(水源) 관리와 수질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산림과 습지, 초지 등의 자연경관 보호 및 복원이 물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접근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는 토지황폐화를 방지하고,
연안 생태계의 복원은 재난위험을 경감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등 결국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NDP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을 중요한 자연기반의 해결책으로 활용하고자 한다(UNDP 2019a,
UNDP 2019b).

2.6. 세계자연기금(WWF)
WWF(World Wildlife Fund)는 일반적으로 기후 Nb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NDC와 NbS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UNDP와 유사하다. 다만,
WWF(2020b)는 NbS를 기후 중심으로 다루면서 ‘기후 NbS’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5가지 기본 원칙을 <표 1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2> 기후 NbS의 정의와 기본 원칙
기후 NbS의 정의
기후 적응 및 인간 사회 발전과 종 다양성 공동의 편익을 위해 의도된 생태계 보호, 경영
및/또는 복원 목적의 개입
기후변화 NbS의 5가지 기본 원칙
1. 기후 환경과 생태계의 기능을 향상한다.
2. 기후·생물학·사회적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
3. 다른 목표에 대한 균형은 유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한다.
4.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5. 측정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결과를 갖도록 한다.
출처: WWF(2020b),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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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는 NbS의 이행과 그에 따른 영향을 탄소와 자원의 흐름에서 살펴보았다.
NbS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는 늘리는
등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NbS 활동결과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연결되어 토지 이용에 대한 압력을 해소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종다양성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기반해법

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림 11> NbS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시너지
출처: WWF(2020b), 저자 재작성

WWF는 NbS를 활용하여 자연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인간도 혜택을 받는 것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산림 복원이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축산, 초지·농경지 관리 등 활동은 자연 생태계의 재난위험을 낮추고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WWF, 2020a; WWF, 2020b; WWF & ILO, 2020).
WWF는 자연경관의 전반을 기후 NbS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후 NbS는 주로 산림부문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탄지, 맹그로브숲,
습지, 사바나, 산호초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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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 IUCN과 EU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NbS를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및 복원을 하는 조치로 다양한 사회·환경·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계서비스를 유지 및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OECD, 2020b).
이후 NbS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NbS 하위에 포함되는 접근법을 선정하고
Nb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표 13> 하위 접근법의 NbS와의 연관성
개념

그린인프라
(GI)

정의

NbS와의 연관성

전략적으로 계획된 자연·반자연적 지역

그린인프라는 NbS의 한 종류

의 네트워크로서 수질 정화, 대기질, 휴식

로 농촌 환경에 주로 적용되는

공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같이

접근법이지만 도시지역과도

광범위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해 설계되고

빈번하게 연관됨.

관리된 네트워크(https://ec.europa.eu).
생태계기반

다양한 기후변화 위험에 적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점

적응(EbA)과

자연 프로세스 또는 생태계와 유사한

감소와 탄력성 구축 중심의

재난위험 경감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물리적 조치나 관리

NbS.

(Eco-DRR)

방식(EC, 2017).

자연기후

보전과 복원, 개선된 토지 관리가 NCS

자연의 보전과 관리 중심의

해결방안

에해당되며 이는 전 세계 산림, 습지,

NbS로서 생태계로부터 배출

(Natural

초원, 농경지의 탄소저장량은 증가시키고/

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줄이고

Climate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는 접근법

생태계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Solutions, NCS) (Griscom et al., 2017).

자연자본과
자연유산

지질학적 특징과 토양, 공기, 물 그리고
모든 생물을 포함한 전 세계 자연유산
자본. 생태계서비스의 근본이자 인간의 삶
을 영위하도록 하는 천연 자본(https://
capitalscoalition.org/).

탄소를 저장하는 방안.
자연자본은 NbS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산으로
여겨짐.

*위 개념은 정책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의를 인용하였음.
출처: OECD(2020b), 저자 재작성

4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자연기반해법 활용

OECD는 NbS의 각 활동에 따라 증진 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태계
서비스를 <표 1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4> NbS의 활동과 관련되는 생태계서비스
관련 생태계서비스
연안
NbS의 예

보호

홍수 피해
경감
강

도시

오염

탄소

서식지

여과

격리

형성

휴식
열 완화

기회
제공

*연안
서식지 보호

○

○

○

○

및 복원
고지대
산림 보호

○

○

○

○

○

○

○

○

○

○

○

○

및 복원
공원 및
열린 녹지
공간 조성
*예: 맹그로브, 염생 습지, 산호초 및 굴 암초
출처: OECD(2020b), 저자 재작성

OECD는 물 관련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NbS 이행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NbS 활동이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었다는 한계를 보였다. OECD는 NbS를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책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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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ECD의 NbS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
출처: OECD(2020b), 저자 재작성

OECD는 NbS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물다양성과 자연기반에 주목하고
있다. NbS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복원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식량의
공급, 고용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비용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중 산림과 토지는 인류의 복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연자본의 가치화는 사회 복원력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OECD, 2020a; OECD, 2020b; https://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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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OECD의 NbS 이행 방향
분야

이행 방향
• 생물종다양성과 자연 기반(예: 산림, 습지, 맹그로브 등)이 인간의

식량 안보

경제활동과 생계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천연 자원은
저평가되거나 수확 상품으로만 평가됨.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통해 NbS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됨.
• 코로나19의 영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보다 나은 회복’을 강조함.
생물종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건강에 필수적임.

인간의 건강

특히, 산림 벌채와 토지이용의 변화는 질병의 확산과 연관이 있음. 천연
자본의 가치화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한 필수 단계로서 전염병을 비롯한
사회적 충격을 복원하는 데 중대한 요소임.
• 산림 보전과 경영, 강 유역과 둑 보호, 하안림 복구, 비버 서식지와 버려진

물 안보

논의 활용 등을 통한 물 관리 NbS는 저수 용량을 최대화함으로써 물의
유출을 지연시키는 방안으로, 지역사회를 가뭄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지하수의 충전과 습지 생성에도 기여함.
• 자연기반에 대한 투자는 기후 영향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방안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인공기반에

경제 발전

대한 투자와 유사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을 가짐(예: 산림 복원,
습지 및 맹그로브 복원 등). 그 중에서 맹그로브는 해양 자원에 의한 소득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가짐.
• 그린 인프라가 회색 인프라와 결합하는 경우, 효과는 증대되고 회색

재난위험

인프라의 수명도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남.
• 맹그로브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함.
• NbS는 기후변화 외에 다른 이점도 수반하기 때문에 ‘후회없는’ 적응 수단이

기후변화

될 수 있으며 기후의 변동성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임.
•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종(種)의 서식지 역할을 하며, 탄소저장고의 기능을
가짐.

출처: OECD(2020b); https://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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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다음 <표 16>에 앞서 살펴본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의 NbS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16>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의 NbS 관련 내용

IUCN

• NbS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과 기여를 함
• 전 부문에 대한 NbS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행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음
• NbS 성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NbS 전 지구적 기준 관련 지표를 발표함

UNEP

• 이행을 지원하고자 생태계 복원 등 FAO와 함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IUCN과 전반적 NbS와 생태계기반 적응을 위한 국제기금을 조성함
• 해안지역의 적용을 돕기 위한 국가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
• NbS 활용을 위한 NbS 기여 플랫폼 구축함

FAO

EU

CBD

• 물관리 부문에 중점을 둔 NbS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유형분류 체계를 차용, 5단계 로드맵을 제시함
• NbS를 평가하기 위한 틀 개발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 부문에 대한 NbS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NbS의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행 조정 지침을
제시함
• NbS 모니터링 하기 위한 요소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함
• 회원국들이 NbS의 이행에 참여하도록 정책적 틀을 마련하고자함
•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 경감 목적의 NbS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제시
• 생태계기반 적응(EbA) 및 생태계기반 재난위험감소(Eco-DRR)을 기반으로
EbA의 이행과정 등을 포함한 방향 제시
• 생물다양성을 물과 토양의 지속가능한 필수 요소로 여김

UNDP

• 국가결정기여(NDC) 프레임워크 제시
• 기후변화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여 기후대응력을 높이고자함
• 수원관리와 수질관리 차원에서 산림을 포함한 녹지를 중요하게 여김

WWF

• 기후 NbS에 초점을 맞춰 별도로 정의함
• NDC와 NbS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NbS를 활용하여 자연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임
• 자연경관의 전반을 기후 NbS적용을 위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

OECD

• NbS 정책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NbS 하위에 포함되는 접근법을 선정하고 NbS와의 연관성을 분석함
• NbS의 활동에 따라 증진 또는 개선될 것 으로 기대되는 생태계서비스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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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NbS)이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등장한 지는 20년이 되어간다.
그에 비해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IUCN이나 EU의 정의를 주로
차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정의는 마련되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기구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적용된 방식 및 기술의 적용 정도에
따라 Eggermont et al.(2015)가 제시한 분류 체계를 차용하고 있으며 NbS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로드맵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IUCN을
선두로 국제사회에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것은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하여 다수의 영향력 있는 기구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현재로서 NbS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방법론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IUCN, FAO, OECD가 앞서 평가방법과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표 17).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기구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앞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표 17> 기구별 NbS 관련 현황
현황
기관

정의

유형 분류

원칙

프레임크
및 로드맵

평가 방법

플랫폼

IUCN

O

O

O

O

△*

O

O

O

O

O

O

UNEP

O

FAO
EU

O

CBD

O

UNDP

O

△**
O

WWF

O

OECD

O

O
O

△***

*IUCN은 기준만 제시할 뿐 평가 방법 및 성패 여부는 제시하지 않음
**CBD는 로드맵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았지만, 로드맵에 준하는 지침을 제시함
***OECD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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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는 자연환경의 복합성, 다원적 기능에 의해 한 가지 조치로도 다수의 긍정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목할 점은 NbS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 산림을
중심으로 한 녹지와 토지 부문이 인류의 복지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녹지와 토지는 포괄성을 강점으로 향후 NbS 개발을
광범위하게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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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연기반해법(NbS)과 국가결정기여(NDC)

1. NDC의 NbS 활용 현황
2019년에 개최된 기후행동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1년
탄소중립이행계획의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 마련’에 NbS를
포함시켰다.
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각국이 제출한 NDC 168개 중 104
개국은 적응계획의 중요 이행수단으로 NbS를 포함하였으며 27개국은 기후완화의
이행수단으로 포함하였다. 이중 77개국은 NDC에 NbS를 기후적응과 완화 양쪽
계획에 포함 시킨 상태이다.

<그림 13> NbS의 적응과 감축
출처: Seddon et al.(2019), 2019년 8월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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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상에서 NbS를 포함하고 있어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측면에서 NbS
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및 연구자들 역시 NbS가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각국이 제출한 NDC를 다양한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 다양한 NbS의 활동을 분석하기도 하였으며(NbS Initiative, 2018),
기후변화에 취약한 활동을 선정하여 산림경관복원(IUCN and Climate Focus,
2017), 생물다양성 보전(WWF, 2018), 블루카본 등 해양생태계 보전(Gallo et
al. 2017; Herr and Landis 2016), 농업부문을 포함한 1차 산업의 생산성(FAO,
2016)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표 18> NDCs에 포함된 NbS 활동에 대한 분석
연구목적

연구목록

분석 대상 국가

접근법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기후변화 적응의
NbS의 의도와
활용 내용을 생태계

NDC의 적응 요소를 코드로 분류해
167개국

기반 적응(EbA
NbS Initiative
(2018)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저감 부문을
간략히 평가

분석)중심으로분석
• NDCs 상 66%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함
• NDCs의 63%는 적응계획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62%는 NDCs 상 적응 활동으로 NbS
를 포함

Gallo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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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해안 생태계
검토

161개국

질적(문헌조사 분석) 및 해양 중심
양적 요소를 정량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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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s의 70%는 해양생태계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 45%는 적응과
저감 이슈로 해양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NDCs에 해양문제를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 정책 모두에 포함(45%)
• NDCs에 해양문제를 기후변화 적응(47%) 또는 저감(8%) 정책에만 포함
• NDCs 48%는 해수면 상승, 7%는 해양산성화에 대한 우려 언급
산림부문 관련 양적 및 질적 목표에
산림경관복원
IUCN and

(FLR) 조치의 정도

대한 모든 NDCs의 평가와 해석
165개국

으로 이용하였으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활동을 평가

Climate
Focus(2017)

산림경관복원(FLR) 접근법을 중심

• NDCs 상 FLR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국가는 127개국(77%)에
해당
• NDCs의 74%는 산림과 관련된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는 정량적
목표를 성정
아이치목표(생태계
다양성 보전 활동)
와 기후변화 대응의

44개국

원문분석으로 각 아이치목표와
NDC의 연계성의 강도를 평가

연계성 정도 조사
WWF(2018)

• 산림 관련 활동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NDC의 산림관련 목표가 모두
구체적이지는 않음
• 해양/육상/해안 생태계와 생물다양성관련 정책은 대부분 적응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
• 개도국과 선진국의 NDC에는 차이가 있으며, 선진국은 범경제적인
목표가 대부분을 차지
블루탄소(해양 탄소

Herr and
Landis(2016)

해안의 블루탄소 생태계 관련하여

배출 감축) 생태계
를 기후변화 감축
또는 적응 해결방안
으로 제시

163개국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감축 또는 적응 활동으로 정성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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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를 제출한 93% 국가는 최소 1가지 이상의 해양과/또는 해안
생태계 관련 정책을 포함
•맹
 그로브, 해초, 목초지 그리고 산호초를 NDC에 포함한 국가(43%),
NDC의 감축정책에 해안생태계를 포함한 국가(19%), NDC의 적응
정책에 해안생태계를 포함한 국가(39%)
•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를 적응 정책으로 포함한 국가(32%)
농업 부문의 지배도
(재배, 목축, 산림,

162개국

본문 전체를 정성적으로 분석

어업, 양식) 평가
FAO(2016b)

• NDC의 저감 계획에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를 포함한 국가(97%)
• NDC의 적응계획에 산림을 포함한 국가(71%)
• 혼농임업과 같은 복합적인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19%)

출처: Seddon et al.(2019), 저자 재작성

UNDP의 ‘NDC 상에서 NbS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Pathway for increasing
Nature-based Solusions in NDCs)’에서는 다양한 공편익을 창출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식인 NbS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표 19> NDCs에서 NbS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1단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평가에 대한 이해 확립

주요 조치사항

1. 국가는 UNFCCC에 제출된 보고서와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
수집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함
2. 국가 내 온실가스 관련 연구자료를 모두 수집해야함
3. NbS와 연계된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포괄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함

2단계 : 기존의 국가 및 기관차원의 자연기반활동(NbA)을 모색하고 검토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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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현재 제출된 NDC에서의 자연기반활동(NbA)을 식별하고 검토

주요 조치사항

1. 기존의 NDC에서 현재 이행중인 NbS 활동 식별
2. 측정 가능한 NbS 활동 식별
3.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NDC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NbS 활동
식별

4단계 : 기존 자연기반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저감와 적응의 잠재적 효과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주요 조치사항

1. 국가와 기관차원에서 기존의 NbS 활동/목표의 감축과 적응 잠재성을
평가
2. NDC에 포함된 기존의 NbS 활동/목표의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평가
3. NDC의 목표와 기존 저감정책의 잠재성 비교

5단계 : 자연기반해법(NbS)을 기존의 측정 가능한 자연기반활동(NbA)과 연계하고 공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화시키기 위한 기회 모색

주요 조치사항

1. NbS을 다른 국가의 정책과 NDC에 포함된 NbS와 비교
2.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롭게 정의된 NbS 활동의 잠재력을 측정
3. 국가 자연기반해법(NbS)의 적응과 타정책과 잠재적인 협력 혜택을
이해
4. 공간적 데이터를 활용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기회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NbS의 주요 지역을 식별하고 우선시 해야함

6단계 : 측정가능한 자연기반활동(NbA)을 NDC에 통합
주요 조치사항

1. 이행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강화된 NDC를 분석
2. 측정 가능한 지표 소개
3. 새로운 목표를 통합시켜 정의하기 위해 타부문과 협력 필요

7단계 : NbS를 NDC 연계에 지원할 수 있게 조건을 개선하거나 개발

주요 조치사항

1. NDC 이행을 위해 정치적 지원과 목적을 강화시켜야 함
2. NDC 이행과제에 포함된 NbS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국제협력을 강화
3. 잠재적 투자자를 위해 위험부담 축소
4. 타부문과 필수적인 협력 강화
5. NDC 거버넌스 구조가 NbS 목표에 포함되도록 보장
6.이해관계자의 기여도 강화

출처: UNDP(2019b),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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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2020a, 2020b)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bS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NDC 개정안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NDC의 NbS 활용을
통한 달성을 논의하였다. WWF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감축과 적응 모두를
포함하여 다수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모든 생태계 유형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에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측정, 추적가능한 성과, 시너지 효과의 창출,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
이행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0> WWF의 NbS 원칙과 NbS 연계를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bS의 5가지 원칙
1. 기후 환경 및 생태계 기능 향상
2. 기후·생물학·사회적 과학 기반
3. 타 목표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
4.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공동 수립 및 공동 이행
5. 측정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결과
NDC 개정안과 NbS 연계를 위한 방안
1. 우선순위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모두를 위한 자연의 활용을 포함하고 두 가지 모두에
편익을 제공하는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함
의욕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시간의 제한이 있는 수치화된 목표 설정(예:

2. 목표설정

활용되는 생태계 면적, 탄소 격리 및/또는 탄력성 향상으로 혜택을 받는
인구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적’ 또는 ‘변형된’

3. 활용 요소

생태계보다는 자연 생태계를 활용하고 보호구역에서 파생된 기후 편익을
포함

4. 범위
5.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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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무통합
7. 지
 역사회
협력
8. 지원여부

기후 적응 및 감축의 편익을 초래하는 다른 국제협약과 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책무를 통합
사회 및 자연환경 보호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자연기반 기후 해법
개발 및 관리에 지역 사회의 참여 및 자문을 포함
결과 달성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포함

출처: WWF(2020a); WWF(2020b)

이처럼 NbS는 다양한 분야와 쉽게 융합하여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특히
기후변화 적응 및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감축활동의 경우 대부분
조림 및 재조림으로 나타났다. 이행되는 NbS 중 일부(주로 감축)만 정량화된다는
한계가 있어 UNDP(2019b), WWF(2020a; 2020b) 등 국제기구에서는 추적,
측정 가능한 NbS의 활용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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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및 녹지부문 NbS의 활용
2.1. 산림부문의 NbS 활동과 기대효과
3장의 국제기구 및 기관의 NbS 활동, NDC에 포함된 NbS 활동들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에 있어 NbS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NbS Initiative(2018)와 웹 플랫폼인 Nature-based solutions Policy
Platform(www.nbspolicyplatform.org)의 데이터는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
하는 NbS의 활동을 산림(Terrestrial forests/woodlands), 해안/해양 서식지
(Coastal/marine habitats), 강 유역(River catchments), 자연기반 농업방식
(Nature-based agricultural practices), 초지/방목지(Grasslands/Range),
산악 서식지(Montane habitats) 총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대부분 적응 활동은
산림부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사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와 녹지에
관련된 NbS의 활동을 분류하고 다수의 국제기구가 활용하고 있는 Eggermont
et al.(2015)의 유형 분류 체계에 맞춰 재구성 하였다(표 21).
토지 및 녹지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NbS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나 대부분의 활동은 저감활동이면서 적응활동으로
볼 수 있다. NbS의 핵심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을 활용하여 폭넓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류의 복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등 폭넓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NbS 활동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 기후적응 및 회복
탄력성 증진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의 경감, 생물다양성 보전, 인류의 건강과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포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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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토지 및 녹지와 관련된 NbS의 활동
NbS의
유형

기
후
변
화
대
응

저감
활동

적응
활동

유형 1

유형 2

유형 3

바
지속
이
가능한
연안
오
산악
도시
산림
생태계
매
생태계의 녹지
경영 복원/보전
스
보전/ 조성과 초지 ·
산림과 자연기반
집중적
(바 (수종 (맹그로브,
복원
경영
재조림/
생태계 농업 다양화
방목지
도시녹지
이 변화· 하안림)
신규
의 보전 (혼농임업,
보호/
공간조성
오 다양화)
조림
또는
생태농업,
지속가능한
차,
/도시계획
유지
도시농업)
이용
바
이
오
하안·해양·산악 생태계의 서식지 보전
연
료)

재난위험경감
인류의 건강과 복지, 생물다양성 보전

2.2. 감축부분에서의 NbS의 활용
NbS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복합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과 적응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산림부문과 관련된
NbS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 특히 감축부문에서 두드러진다.
UNDP(2019b)는 NDC를 살펴보면 토지를 활용한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이
약 25%에 달하며, 이는 주로 산림에 의한 감축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산림부문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전망하고, AFOLU부문
내에서 산림부문 NbS 활동의 확대는 참여국의 비용 효율적인 감축 이행을 돕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IUCN and Climate Focus(2017)는 NDC가 저탄소
발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산림경관복원(FLR)과 같은 NbS가 기후변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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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비용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NDC의 77%가 FLR을 언급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Griscom et al.(2017)의 연구 역시 FLR과 같은 NbS
활동의 감축부문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을 포함한 토지 및 녹지와 관련된 NbS 활동은 NDC의 수단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토지 및 녹지와 관련된 NbS 활동 중에서도 산림 NbS
의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은 인간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이다. 에너지, 산업, 폐기물 등 배출원은 온실가스를 배출만하지만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은 흡수원을 포함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변화나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활동에 따라 흡수원이 되기도 하고
배출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LULUCF 활동은 탄소흡수원의 역할, 즉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실제 사람에 의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위적인 흡수량만을
국가감축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LULUCF부문의 세부 이행규칙(Decision 16/CMP.1)은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1)에서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부속서 I
국가의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LULUCF부문 흡수량을 산정·보고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탄소흡수원 활동으로 신규조림(Afforestation), 재조림
(Reforestation), 식생복구(Revegetation),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
농경지

관리(Cropland

Management),

목초지

관리(Grazing

Land

Management)가 포함되어 있다. 2011년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에서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적용할 LULUCF부문의 세부이행규칙
(Decision 2/CMP.7)이 채택되면서 습지 배수 및 재침수(Wetland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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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wetting) 추가되어 총 7가지 활동이 탄소흡수원 활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은 공통적으로 흡수원의 보전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NDC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
활동은 다양한 토지부문의 감축 활동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파리협정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탄소흡수원 활동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맹그로브, 혼농임업,
바이오매스(바이오차, 바이오연료) 등 NbS의 활동은 토지에 기반을 둔 추가적인
흡수원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기반의 흡수원 확대에 맹그로브 보전과 복원, 혼농임업, 도시녹지 조성과
경영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제 기구와 기관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맹그로브는
재난위험 경감과 생물다양성, 수산 양식을 통한 소득 창출 등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NbS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관찰된다. 해양 및과 수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치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맹그로브 복원 활동은 탄소흡수원 활동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혼농임업
역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보고된 바 있다(Udawatta et al., 2011;
Verchot et al., 2007). 단일경작보다 조림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FAO(2016b) 역시 혼농임업을 통한 기후 탄력적 식량 체계 구축을
기후변화 완화와 탄력적 대응,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도시녹지 조성과 경영과 같은 완화 정책은 적응을 촉진시키고 기후 위기
취약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녹색건축, 녹색 인프라의 조성을 통한 저탄소
도시를 계획하는 것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완화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도심의 폭염,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WF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NbS의 5가지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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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이를 NDC 개정안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NDC의 NbS
활용을 통한 달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생태계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림, 습지, 맹그로브, 산호초, 초지,
작업용 토지, 도시 경관 복원 등 다양한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탄소흡수원 활동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라는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상의 NbS 활동들이 기후변화협약과 파리체제에서 NDC
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흡수원 활동을
정의하고, 흡수량 산정과 보고 방식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산정된 탄소흡수량을 인정받고 감축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맹그로브 복원,
혼농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3. 감축과 적응부분의 NbS 활용을 통한 통합적 접근방법
교토체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다루었으나 파리협정은 감축에 상응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적응’을 인정하였다. 감축 중심이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적응을 주요 요소로 보고 파리협정의 목표에도 적응 관련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NAP)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조항(
파리협정 제7조)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 체재 내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적응은 대부분의
조항들이 권고 수준이거나 각국의 재량을 허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NDC에 적응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비의무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NDC 168개 중 142
개국이 적응 관련 목표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2021.8. 기준). 이는 적응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중요성 인식과 자발적 기여 의지를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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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4조 7항에서는 적응 활동에서 동반되는 감축의 편익, 제
5조 2항에서는 감축 노력에서 수반되는 공편익(co-benefit)을 언급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 정책 플랫폼(Nature-based solutions Policy Platform)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감축과 적응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와 다원적 기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간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리체제의 NDC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뿐만
아니라 적응을 통한 편익과 회복력의 강화까지 고려하여 적응 부문의 국가목표
설정, 적응계획, 이행, 보고와 이행점검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토지와 녹지에 관련된 NbS의 활동 중 감축과 적응 활동에 있어 시너지 효과는
높이고 상충효과는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감축계획에서의 자연 보호 및 복원

104개국

2. 감축과 적응 간 강한 연계성
3. 감축과 적응계획의 발표
4. 감축과 적응 간 약한 연계성
5. 감축계획에서의 상태계 기반 적응

46개국

17개국

36개국

50개국

<그림 1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간 연계성 분석
출처: Nature-based solutions Policy Platform(www.nbspolicyplatform.org)의 데이터 활용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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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과 적응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인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축과 적응의 공존은 상당히 복잡하다. 감축과
적응이 시너지 관계라고 본다면 시너지 관계에 있는 일부 활동이 강조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과될 수 있다. 감축과 적응이 상충
관계에 있다면 적응조치는 감축에 필요한 재원을 분산시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시급한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PCC(2014), OECD(2015) 등은 감축과 적응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현실에서 반영되는 것은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여전히
기후변화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원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그러하다.
감축과 적응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시너지 또는 다양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표 21>에서 제시한 토지 및 녹지와 관련된
NbS 활동을 중심으로 ‘감축’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회복력 강화 등 적응 편익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감축 수단은 향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응정책에 ‘적응요소’를
고려하거나 적응정책에 ‘감축요소’를 고려하여 기대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적응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NbS 적응 활동은 ‘재난위험 저감’
이다. NbS 접근법 중 대표적인 ‘생태계기반 재난위험 저감법’은 많은 국제기구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이슈인 재난위험
저감효과를 고려한 감축 정책 역시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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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4장에서는 NDCs 상에서 Nb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산림부문
NbS 활동을 분류하여 기대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감축
부분에서 Nb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감축과 적응부분의 통합적 접근법에서
NbS 활용한 산림의 기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제사회는 NDCs 수단 중
하나로 NbS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래현 외, 2021). 자연, 특히
토지 및 녹지 NbS 중에서도 산림 NbS의 활용범위는 넓고 기대효과는 SDGs
와의 연계성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산림 NbS 중 일부인
맹그로브, 혼농임업, 바이오매스, 도시녹지 조성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배출량은 증가하나 흡수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그림 15), 추가적인 NbS 활동을 활용한 탄소흡수량 증진 목적의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감축과 적응부분의 NbS 활용을 통한 통합적 접근 방법의 활용은 단기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감축 정책이 적응에 편익을 제공하는 형태,
적응정책이 감축에 편익을 제공하는 형태, 감축과 적응이 연계된 정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축과 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NbS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이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인식하고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적응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NbS 적응 활동은
‘재난위험 경감’이다. 이에 기여하기 위한 직접적인 적응 활동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산림부문 NbS 감축 및 적응 활동은 재난위험 저감 편익을 제공하고
있어 특히 저감과 적응 활동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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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1990~2017)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9),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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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NbS의 활용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NbS는 기술 의존적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 본연의 잠재성을 활용하여 자연의 보전과 복원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다수의 국제기구와 기관들은 NbS의 프레임워크와 로드맵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활용의 중요성 및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 및 녹지와 관련된 NbS 활동 분석을 통하여 감축부문에서 Nb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감축과 적응부문의 통합적 접근법에서 NbS를 활용한 산림의 기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파리협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NDCs
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소흡수원의 활동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림부문 NbS 활동 중 맹그로브, 혼농임업,
도시녹지 조성 등의 활동은 토지기반의 다양한 흡수원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NbS 활용을 통한 감축과 적응의 통합적 접근은 단기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파리협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축과 적응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NbS 역시 감축과 적응이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산림을 포함하여 토지 및 녹지와 관련된 NbS 활동은 조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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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을 위하여 모든 생태계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림
관련 NbS는 다양한 분야와 쉽게 융합되어 복합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NbS
는 자연환경의 복합성, 다원적 기능에 의해 한 가지 조치로도 다수의 긍정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데 이러한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부문이 산림이다. NbS 활용에 있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산림 NbS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 기후적응 및 회복 탄력성
증진 기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의 경감, 생물다양성 보전,
인류의 건강과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포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bS를 활용하여 산림부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독
 립적으로, 또는 다른 해법과 통합하여 구현 가능해야 한다. NbS라는
우산 하위에 포함된 한 개 또는 복수의 NbS 접근법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명
 확한 인식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NbS의 설계는
경제, 사회, 생태계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가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한 방식으로 폭넓은 참여를 도모하여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N
 bS의 기본은 1차 편익만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 의존적 해결 방안과
달리 다양한 부차적 편익이 동반되도록 자연경관 단위(landscape scale)
로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발생 가능한 상충효과(trade-offs)의 비용을
고려하고 안전장치(safeguards)까지 고려할 것을 권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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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
 연에 기반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야 하고 정의와 개념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과 일관된 방향성 도출과 Nb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및 활동의 선택이다.
NbS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IUCN 역시 NbS를 활용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는 마련하였으나 NbS 활용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지
못했다. 왜 NbS를 활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추적 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산림부문 NbS의 활용이 실제
이행과 성과도출, 평가 및 모니터링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해야
할 과정이 많다.
그러나 기후변화 회복력 및 탄력성 증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도전에 있어 ‘NbS’는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다양한 NbS 활동은
단순히 조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산림부문
NbS 활동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 기후 적응 및 회복탄력성 증진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복지, 재난위험의 경감, 생물다양성 보전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포괄적인 해결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부문 NbS 활동을 통한
다원적인 기능의 제공은 앞으로 산림부문 NbS 활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며
산림은 NbS 활동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활용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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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NbS 활동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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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I). 2011.
445.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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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한국나비분포도감(1996-2011). 2012.
46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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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83.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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