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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산림협력 과제

요약
북
 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담아 2021년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음. 본 보고서에는 SDGs 달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평가를 위한 국가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16∼’20)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음
2030 아젠다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잡힌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 2(식량안보),
6(물과 위생), 7(에너지), 15(육상생태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특히 목표 15(육상생태계)의 경우
지표 총 12개 중 8개의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함
SDGs 목표 중 산림면적 확대 및 회복은 경제발전, 재해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표
달성에 기여를 강조하며 ‘산림복구전투’를 실시함으로써 목표달성에 기여하거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목표 1(민생안정), 목표 11(도시환경 개선),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목표 13(기후변화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S
 DGs 이행을 위한 ‘조치 및 평가’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자발적 국가보고서 제출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북한이 VNR 제출을 통해서 국가 정책이 전 세계의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검토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북한은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음
북한의 SDGs 목표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하고 전 지구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남북산림협력 과제를 제안함. 첫 번째로 북한 산림분야 역량강화 측면에서 산림정보 구축 및 평가
기술협력으로 산림정보와 관련한 각 지표의 정의, 목표 이행 수준 측정을 위한 현장조사 방법 및
평가방법론 등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두 번째로 글로벌 이슈 대응 측면에서 남북 모두가 관심을 표명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및
기반강화를 위한 단계별 협력전략 제시하고자 함. ① 남북 공동목표와 실행계획 설정, ② 국제
기준에 충족하는 측정, 보고 등의 기반조성, ③ A/R CDM 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림복원,
전용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탄소흡수원 증진 협력사업으로의 확대 제안하고자 함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1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황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1))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새천년개발목표(MDGs2))를 승계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포괄적 목표”를 수립함
- 유엔개발정상회의(’15.9)에서 ’01년부터 ’15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함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41개 지표로 표현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3))은 ’13년을 시작으로 매년 특정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검토함
- 북한은 ’16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바탕으로 SDGs 목표를 설정하며,
“Leaving no one behind(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4)”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함
- 한 국은 ’16년에 처음으로 자발적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SDGs
목표달성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K-SDGs5)를 수립함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3)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4) 2 016년 HLPF의 주요 테마는 “No one left behind”였음. SDGs는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포괄적 목표를 담고 있음.
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SDGs, K-SDGs)는 17개의 목표, 122개의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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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SDGs 인식 및 대응
Post-2015 개발 의제 채택에 대한 유엔정상회의에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성명서6)를 발표하고 2030 아젠다 지지를 표명함
- 국제적인 제재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력으로 인민들에게
풍족하고 문명화된 삶을 제공할 것을 밝힘

유엔과 북한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7)에 합의한 내용을 제출(’16)
하였으며 이행수단으로 SDGs를 연계함
- 북 한 정부와 유엔 상주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17년부터
’21년까지의 유엔 활동에 관한 합의사항임
- 전략별 우선순위는 ①식량 및 영양안보, ②사회개발 서비스, ③복원력과
지속가능성, ④데이터와 개발관리이며 전략이행을 위해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를 적용함
- 3번째 우선순위 전략에서 산림과 밀접한 목표 15를 포함하여 생태계 관리,
기후변화, 재난위기관리 등을 다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산림복원을 특히 강조함
※ 그러나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엔의 최우선 사항은 UNEP의 환경기후변화
전망보고서(’12)를 갱신8)하는 것임

6) S
 tatement by H.E. Mr. RI SU YONG, Minister of Forie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United Nations Summit for the adop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15.9.27.)
7) S
 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DPRK, 2017∼2021. 북한 외무성 산하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창민 국장의 서명으로 제출(’16.9.1.)
8)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ECCO(’12). 2021년 현재 후속보고서가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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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동북아시아 이해관계자 포럼(’19, 러시아)에 참가하여 SDGs 추진방향,
체계 등 자발적 국가보고서의 초안을 발표함
-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130개의 지표9)에 대해 ’1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음
- 제 7차 당대회(’16)의 주요 사항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16∼’20)에
근거하여 SDGs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음
- 국가태스크포스(NTF)를 구성(’18.9), 중앙통계국이 전체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외무성은 목표달성을 위한 양자·다자협력 업무를 담당함
- 목표 15의 경우 167만ha 산림복구계획 달성(’15∼’24), 국가환경보호전략,
산림건설총계획, 생물다양성전략 등 이행계획을 명시함

9) ’21년 7월에 제출된 VNR에서는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132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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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엔개발정상회의(’15.9.)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유
Goals; MDGs, ’01∼’15)를 승계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
- MDGs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초점
- SDGs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포괄적 목표 수립

슬로건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 5개 영역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 1 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 목표(targets), 241개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s)
- 육상생태계 포함 환경 부문에 대한 독립적 목표 설정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SDGs)
비전 :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 5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
※ 한국은 ’16년 UN 고위급정치포럼에 자발적국가평가(VNR) 보고서 제출 후 사회관계장관
회의(’18.2.)를 통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 (Korean-SDGs) 수립

<그림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림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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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

10)

: 주요 내용과 평가

가.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관한 성과와 계획을
담은 최초의 자발적 국가보고서임
- ’15년 유엔에서 2030 아젠다를 채택한 이후 북한 또한 이를 지지하며,
국가발전 정책에 이를 현지화하여 SDGs 이행 준비
- 지 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 과제와
우선순위 계획을 다루고 있음
- 주 체식, 자력갱생, 이민위천(以民爲天, The People are God)에 따라
2030 아젠다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서문(Opening
Statement)에서 밝힘

국 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16∼’20)을 바탕으로 국가 SDGs 목표와 지표를
확정하고 이행평가를 위한 국가 전담기구를 조직함
- 국가태스크포스(NTF)11)를 통해 모든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SDGs의 현지화와
동시에 국가개발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함
- NTF의 산하에 기술위원회(TC)12) 구성하여 국가통계시스템을 통해 목표이행
상황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룸

10) DPRK.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2030 Agenda
11) 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
12) Technical Committee;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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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하고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이 보조적 역할을
하며, 대규모 캠페인을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의 각 부처, 기관과 함께 양자원조, 유엔, 유럽연합프로젝트지원사무소
(EUPS), 국제적십자연맹(IF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13) 등 기타
조직들의 원조가 국가 SDGs 달성에 기여함
-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봉쇄가 지속되면서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이 금지되고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어 목표 달성에 제한적임

나. 주요 지표
2030 아젠다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통합을 반영하여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132개 지표로 구성됨
-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잡힌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 2(식량안보),
6(물과 위생), 7(에너지), 15(육상생태계)에 나타냄
- 실 제 17개의 목표, 92개의 세부목표, 131개의 지표로 구성 14)되어 있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구성과 차이를 보임

13) 유럽연합프로젝트지원사무소(EUPS, European Union Programme Support)
국제적십자연맹(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4) 보고서 상 내용과 부록(Annex 1, 2 참고, p.51∼63)이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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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계국과 UN 기관 협력을 통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표를 제시하고 목표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북한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표와 값(value)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현황에 대한 파악 가능함
- 목표 15 육상생태계는 총 10개의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산림면적이
증가15)하고 있다고 밝혀 유엔 지속가능발전보고서(SDR) 202116)에서 목표 15에
대해 평가한 전 세계적 감소 경향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 2015년 이후 전 세계 SDGs 목표별 진행 상황(SDR 2021)

15) 우
 리나라의 경우 15.1∼8까지 총 8개를 대상으로 2030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측정방법론의
필요한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음
16) 지속가능한 발전솔루션 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SD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목표별 진행상황을 비교한
결과 목표 12, 15는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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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SDGs 이행을 위한 ‘조치 및 평가’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보고서 제출 자체에
의미가 있음
- 국 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행동 즉, 정상국가로서의 조치로써 전지구적
목표달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표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해석 가능함
- 북한이 VNR 제출을 통해서 국가 정책이 전 세계의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
하는지 검토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가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체계에 SDGs를 통합하여 제도적 메커니즘을
준비한 것은 의미가 있음

S DGs 이행수준 평가방법, 지표 설정 정의, 측정에 관한 과정과 방법론,
이행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2 030 아젠다 달성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연계된
국가개발발전 목표 또한 ’25년까지 계획되어 있음
※ 일부 목표의 지표에 대해서 정량적 목표를 제시17)하기도 함(목표 3, 6, 9, 13)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내포함
- 보 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북한 스스로 작성한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냄

17) 목
 표
목표
목표
목표

3. 산모 사망률 저감, 숙련된 의료인이 참여한 출생비율, 아동 사망률 저감, 교통 사망률 저감,
6. 가정 및 산업폐수의 처리,
9. 이산화탄소 배출관련(UNFCCC 제출기준 목표),
13. 온실가스 감축 계획(UNFCCC 제출기준 목표)가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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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 나타난 산림정보

가. 목표 15(육상생태계)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표 15는 총 8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10개의 지표를 제시함
- UN은 목표 15와 관련하여 총 10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중 북한은
8개의 세부목표를 자국에 맞게 설정하였음
- 지표의 경우 총 12개의 지표 중 10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8개를 제출
※ 15.6 유전자원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세부목표, 15.7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
식물의 거래비율에 관한 사항이 제외됨

세부목표별로 설정된 지표와 값은 다음과 같음
- (세부목표 15.1)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은 제출하지 않음
- ( 세부목표 15.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지표로 산림보호구역의 비율, 연간 산림증가율, 임목축적을 제시하고 있음
※ UN에서 제시하는 하위지표로는 산림 지상부 바이오매스량, 연간 산림면적 변화율,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면적, 장기관리계획에 의한 산림면적의 비율, 법적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산림면적의
비율이 있음

(평가) 북한에서 설정한 세부목표와 지표는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각 지표의 값이 가지는 정의,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근거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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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목표 15에 해당하는 지표와 값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15.1.1.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

67.3

69.9

73.6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

-

-

a) 산림보호구역의 비율

%

67.3

69.9

73.6

b) 연간 산림 증가율

%

-

1.3
(’15∼’18)

1.7
(’15∼’20)

㎥/ha

46

44

44

15.3.1 전체 국토면적 황폐지 비율

%

9.7

8.1

7.2
(2019)

15.4.1 산악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지역
비율

%

4.6

-

-

15.4.2.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

89

-

-

15.5.1. 적색목록지수

%

동물

0.89

-

-

식물

0.94

-

-

하위 식물

-

-

-

멸종위기종

-

-

-

10

-

-

-

-

-

15.2.1.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진전

c) ha 당 임목축적

15.8.1. 침입외래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
법률
국경동식물검역법

’97.3.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

’03.7.29

15.9.1 생물다양성 가치 개발 계획의 통합

%

15.a.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 이용과
보존에 대한 국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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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 15를 중심으로 한 북한 산림정보 분석
국토면적,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임목축적 등을 통해 북한 산림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 국토면적이 UNEP 보고서(’12)와 동일하게 제시되어 최근 간척지 조성18) 등을
통한 신규면적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 ’15년 대비 ’20년 산림면적의 증가량은 약 7,758㎢로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100만 정보(약 10,000㎢) 산림조성 성과와 차이를 보임
<표 2> SDGs 보고서 상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및 기간별 증가면적 산정
구분

산림면적 비율 (%)

산림면적 산정 (㎢)

증가면적 산정 (㎢)

2015

67.3

82,872

-

2018

69.9

86,073

3,202
(2015-2018)

2020

73.6

90,630

7,758
(2015-2020)

국립산림과학원 북한 산림실태 모니터링 및 FAO 산림자원조사(FRA)와 비교한
결과, 각 기관별로 상이한 수치를 보임
- 기 관별 분석방법, 분석자료 등의 차이로 인해 면적의 수치적 차이가
발생하나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로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18년도 기준)
<표 3> 북한 및 각 기관별 산림실태 모니터링 결과 비교
구분

북한 SDGs
VNR

국립산림과학원(’18)

FAO FRA(’20)

국토면적(㎢)

123,138

123,000

120,410

산림면적(㎢)

86,073

82,420

84,768

산림비율(%)

69.9%

67.0%

70.4%

18) ‘북한, 룡매도 간척사업으로 15㎢ 규모 간석지 개간’, 2015.4.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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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임목축적의 경우 ’20년 44㎥로 FAO에서 발표한 64㎥19)와도 다소 차이를
보이며, 특히 ’15년 대비 2㎥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북한 산림이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표 4> 남북한 임목축적 비교(*출처: FAO FRA 2020)
(단위:㎥/㏊)

구분

’90년

’00년

’10년

’15년

’18년

’20년

남한

38

64

126

146

158

162

북한

62

63

64

64

64

64

15.4.1의 경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포함한 북한 내부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비율로 추정됨
- 국토면적 대비 ’15년까지 지정된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의 면적
합20)은 2.5%에 불과하여, 다른 보호지역21)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함

19) D
 PRK. 2002. National Report to the Thir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을 근거로 FAO FRA에서 ’02년도 값들을 반복 적용함
20) https://en.unesco.org/biosphere/aspac (2021. 8. 22. 검색)
21) 북한에는 특별보호림, 자연보호구 등 북한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지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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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표 15를 중심으로 한 북한 산림정책 분석
140만 ha 신규조림(’15∼’24) 및 벌목된 산림을 녹화할 계획임
- 북 한은 산림건설총계획(’13∼’42) 22) 을 발표하고, 이후 산림복구전투를
발표(’15)함에 따라 계획기간을 조정했을 것으로 추측함. 본 보고서 목표
13에서 “National Forestation Strategy(’15∼’44)”로 계획기간 변경23)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
- IUFRO 학술대회(’19, 브라질) 발표에 따르면, 1단계에 60만 ha의 조림을
성공했으며, 2단계인 ’24년까지 80만 ha를 조림할 계획을 밝힘
- 제8차 당대회에서 ’15∼’20년까지 100만 정보 조림성과를 발표, ’21년부터
’24년까지 약 40만 ha의 추가 조림이 추진될 것임

’15∼’24년 동안 추진하는 조림활동을 통해 연간 1,000만톤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신규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북한은 ’16년 제출한 INDCs를 통해 자체적인 노력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BAU) 대비 8.0%(1,500만tCO2)의 배출량 감축을 발표함
- NDC의 수정발표(’19)24)를 통해 2030년까지 16.4%(3,600만tCO2), 국제원조
시 기존 40.25% 목표를 5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남한 잣나무림 생장기준25)으로 매년 14만 ha씩 10년간 140만 ha 조림으로
가정할 때 2030년 1,240만tCO2 흡수 가능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어, 2030
목표달성 측면에서 본다면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함

22) 목
 재 생산위주의 산림경영에서 산림생태 환경보존 및 종합적 이용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1단계인 ’13년에서
’22년까지 168만 2천 ha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함
23) VNR. 2021. p.41
24)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the DPRK(2019)
25) 남북에 공통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표 수종인 잣나무를 기준으로 가정, 시나리오에 따라 흡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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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SDGs 목표의 산림분야 연관 분석
다양한 목표에서 ‘산림복구전투를 실시’함으로써 목표달성에 기여하거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목 표 1(민생안정)에서 최근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녹화캠페인을 실시하고 강화할 것을 강조함
- 목표 11(도시환경 개선)에서 지속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강화 방안으로
산림복구를 통해 재난대응능력 강화 꾀함
-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서 국가녹색성장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과
건조건축방법, 제로탄소건축 등 기술도입,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연간계획에
따라 산림회생에 노력해야 함
- 목표 13(기후변화대응)에서 UNFCCC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산림, 토지의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량의 올바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인지함

북한이 유엔 SDGs와 국가개발목표를 연계한 점을 보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계획을 고려하여 목표별 산림기여 발굴 가능함
- 제 8차 당대회에서 산림분야 계획 중 직접적인 사항은 기간공업부문 중
임업부문으로 산림조성과 통나무 생산임
- 그 외 건설, 국토, 대외경제(관광), 농업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분야와의
연계성을 확인한 바26) 있으며 이를 토대로 SDGs 목표별 산림분야의 기여와
협력방안 도출이 가능함

26) 김
 은희, 오삼언, 양아람, 임중빈. 202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및 바이든 정부 시대의 협력 방안.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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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목표들에서 산림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해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산림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SDGs의 목표 간 연계성을 고려하면 산림복구와 회복에 따라 목표 15 뿐만
아니라 타부문의 목표달성에 기여 가능함
- 북한과의 개발 협력 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환경, 경제, 분야 목표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음. VNR에서 나타난 산림 협력 가능분야와 관련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5> 산림협력분야와 SDGs 관련 목표
2030
아젠다

산림 협력 가능 분야

관련 목표

재해 저감 대응

목표 1, 2, 6, 7, 11, 13, 14, 15

기후변화 대응

목표 12, 13, 15

관광개발 협력

목표 1, 8, 11, 12, 15

민생안정 및 경제재건

목표 2, 3, 6, 9, 15

환경

경제

※ 산림 훼손 저감과 지속가능한 관리는 농촌, 산림지역 주민의 생활수준과 식량, 에너지와 직결하므로
경제 재건의 기반이 됨
※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려했을 때 ‘사회’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은 후순위로 판단하며, 환경, 경제
순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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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DGs 목표달성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과제
가. 남북산림협력 과제 설정방향
 가보고서에서 나타난 산림관련 정보분석을 토대로 남북산림협력 과제를
국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방향성을 제시함
-S
 DGs 국가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30 아젠다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 비전과
방향성을 담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현재 국가의 현황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북
 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나 전반적인 방향성에 있어,
산림복구전투라는 산림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전지구적 목표인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확인함
-이
 를 바탕으로 산림분야에 있어 북한 내부 역량강화 측면과 외부 역량, 즉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강화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나. 북한 산림분야 역량강화 측면: 산림정보 구축 및 평가 기술협력
 표 15와 관련한 각 지표의 정의, 목표달성 측정을 위한 현장조사 방법 및
목
평가방법론 등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안
- (수요) 산림면적과 관련한 정보는 조사 시점, 면적 변화 등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27) 국제기준을 적용한 평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제안)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방법 및 데이터
수집·처리방법에 관한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표 6 참조)
- (이행) 각 지표별 유엔담당기구가 있어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행
시 남북 협력 관계 뿐만 아니라 해당 담당 국제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27) VNR. 2021.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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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표별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안) 구상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안) 구상
프로그램(안)
1.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산림면적 통계 산출 및 산림
변화 모니터링 프로그램
28)
2. 국가산림자원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담당(북한, 유엔)
- (북한측 담당) 국토환경보호성,
임업성 등
- (유엔담당) FAO, UNEP, IUCN 등
- (북한측 담당) 국토환경보호성,
임업성 등
- (유엔담당) FAO

⇒ 프로그램 연관지표: 15.1.1(산림면적비율), 15.1.2(보호구역 면적), 15.2.1(지속가능한
산림경영), 15.3.1(황폐지 비율), 15.4.1(산악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 15.4.2(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3. 생물다양성 현장조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4. 남북 자생생물 모니터링 조사 및 자료 구축

- (북한측 담당) 국토환경보호성
- (유엔담당) IUCN

⇒ 프로그램 연관지표: 15.5.1. 적색목록지수

다. 글로벌 이슈 대응 측면: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및 기반강화
기후변화는 글로벌 이슈로 전 지구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남북 모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남북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수요) 산림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데이터 수집·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명시29)함
산사태, 홍수 등 산림황폐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내부의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림

28) 북
 한은 우리보다 앞선 1946년 제1차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차(’52년), 제3차(’62년), 제4차(’00년)에 걸쳐 국가
산림자원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00년 이후에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5~10년 주기로 산림
자원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16년 7월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인 산림자원관리정보체
계를 구성하여 위성자료해석기술, 지리정보체계기술 및 산림고정표준지조사 방법을 활용한다고 함
29) VNR. 2021.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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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北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재난위험저감전략(’19∼’30)을
수립하고 기후변화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계획함
南 2050 탄소중립을 선언, 온실가스 감축 중 일부를 해외조림을 통한 해외
감축분을 고려하는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함
- (협력방향) 남북이 각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개별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합의과정이 필요함
- (협력전략) ① 남북 공동목표와 실행계획 설정, ② 국제기준에 충족하는 측정,
보고 등의 기반조성, ③ A/R CDM 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림복원, 전용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탄소흡수원 증진 협력사업으로의 확대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함
※ 대표적으로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 참여조건을
충족30)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건을 갖추기 위한 기술협력 및 전수를 통해 사업이행을 위한 기반조성이 가능함
- 사업이행에 따른 현장활동을 측정·보고·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을 유도함

30) R
 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의 4대 기반구축의
내용은 국가전략 또는 행동계획, 산림(배출)기준선, 국가산림모니터링시스템, 안전장치정보시스템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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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목표

Goal 1.
민생안정
※ 5개년
계획
연계 명시

Goal 2.
식량안보
※ 5개년
계획
연계 명시

Goal 3.
삶의 질
개선
Goal 4.
노동력
개선

Goal 6.
물과 위생

Goal 7.
에너지
※ 5개년
계획
연계 명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 5개년 계획(’21〜’25)과의 연계

SDGs

제8차 당대회
5개년 계획

산림부문 현황
및 대응방안

평양에 1만여 가구
살림집 착공

(건설) 평양 5만여
가구 공급

- 목재생산량 증가

매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국토)치산치수사업
→ 자연재해 방지

- 산림재해 방지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휴양시설 공급

(대외경제)금강산
지구 등 개발

-원
 산갈마 지구 완공
협력

식량생산 목표 미달성
자급자족 실현
과학기술개발

(농업)증산방안 모색
농축산, 과수 증진

- 임농복합경영 추진

새땅찾기 : 13천ha

(국토)산림생태환경의
실태조사장악

-홍
 수 등으로 인한
토지손실 방지

국제협력 적극적 분야
(UNDP, UNICEF,
UNFPA, WFP, FAO)
대기오염에 인한
피해는 미확인
감염병 등 방역체계 강화

-

-F
 AO, UNDP 등 기존
협력체계를 활용한
산림분야 협력 확대

(국토)계절별·연도별
변화상태 분석대응

-미
 세먼지 등 이슈 협력
대응

(국토)치산치수사업
→ 자연재해 방지

-수
 자원관리(WASH)
협력 가능

12년제 의무교육
원격학습

-

-역
 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협력체계

UNESCO, UNICEF
협력 필요언급

-

-역
 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협력체계

농업부문 관개시설
정비 및 절수형 필요

(농업)수리화, 기계화
추진

-양
 묘장 현대화 시
관수시설 확보, 관리

안전한 수자원 관리

(국토)치산치수사업
→ 자연재해 방지

- 산림재해관리 협력

재생에너지 저조
폭염, 가뭄 등 피해

(국토)치산치수사업
→ 자연재해 방지

- 산림재해관리 협력

(전력공업)조수력
발전소 건설

- 산림재해관리 협력

수력발전소 건설 및 증축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산림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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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Goal 8.
경제성장 및
일자리
※ 5개년
계획
연계 명시

경제성장률 저조
(지속적 제재, 봉쇄,
자연재해 등 장애물)

관광개발 적극조치

도로, 철도 등
인프라의 현대화

Goal 9.
경제건설,
현대화

Goal 11.
도시환경
개선

(대외경제)금강산지구 등
개발

-마
 식령, 원산갈마,
묘향산, 금강산 등
관광 확대개발

(국토)도로건설,
관리 강화
(철도운수)철도현대화

-안
 전성 확보를 위한
토지안정화 필요

-

- 산림분야 기여 검토

연구원 수 증가

-

-역
 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협력체계

국가문화유산 보호 강화

(국토)산림생태환경의
실태조사장악

-산
 림보호지역 관련
협력(병해충관리,
생태계보전 등)

평양 5만가구 주거 확대

(건설)평양 5만여
가구 공급

-통
 나무 생산 등
목재생산 증가

(국토)치산치수사업
→ 자연재해 방지

- 산림재해관리 협력

(대외경제)금강산
지구 등 개발

-마
 식령, 원산갈마,
묘향산, 금강산 등
관광 확대개발

(건재공업)령탄소건물,
령에네르기건물
건설준비

-녹
 색건축, 목조건축 등
협력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필요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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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농복합경영 확대

온실가스 감축
(유엔기관협력 기대)

※ 5개년
계획
연계 명시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간산업)경공업,
원자재 소비재 생산

관광개발 장려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원산갈마지구)

탄소제로건설기술 등
녹색성장전략 수립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8호

기존 8% → 15.63%
상향조정

Goal 13.
기후변화
대응

산림건설총계획
(2015-2044) 연계

산림의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구축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
수립이행

Goal 14.
해양

Goal 15.
육상생태계

연안통합관리

-

(국토)산림생태환경의
실태조사장악

-계
 획의 시기조정 확인
기존: 2013-2042
→ 변경: 2015-2044

(국토)계절별·연도별
변화상태 분석대응

- 평가시스템에
관한 역량강화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산림과학기술 교류
확대

(국토)치산치수사업
→자연재해 방지

- 산림재해관리 협력

(국토)동서해안건설로
민생안전과 국토보호

-재
 해관리 차원의
방풍림조성,
기후변화대응
품종재배

비산림면적 감소
10.6%(’10)→5.5%(’19)

-비
 산림면적 정의 확인
필요

국토대비
산림면적이 증가

- 북한산림실태 모니터링,
기존 발표자료 등
비교분석 필요

생물권보전지역
4.6%(’15)

(국토)산림생태환경의
실태조사장악

-산
 림보호지역 관련
협력(병해충관리,
생태계보전 등)
-생
 물다양성 측면 분석,
확인 필요

적색목록지수

-북
 한의 조림성과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능력연계 평가

’24년까지 140만ha
조림 계획

Goal 17.
우호적
파트너십

-산
 림분야 기여율에
대한 산정 방안

대북제재와 봉쇄로 인한
어려움
→ 국제교류의 필요

-

- 양자, 다자간협력강화

국가통계시스템
강화구축

-

-산
 림분야 통계의
국제화, 표준화 필요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산림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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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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산림정책토픽

발행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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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싱가포르의 산림치유 정책 및 추진현황(박수진·김건우)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및 바이든 정부 시대의 협력 방향(김은희·오삼언·양아람·임중빈)
탄소중립,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자연기반해결방안 추진 현황과 시사점(김래현·조성실·이선정·이주원)
국내외 도시숲 정의 및 조사체계 현황(곽두안·임종수·문가현)
산림자원을 활용한 의료연계 서비스 국외사례(박수진·김건우)
2021 전 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 발간의 함의(최은호)
해외 국가트레일 제도 및 운영사례(이수광·서정원)
COVID 19 Pandemic 이후 국내 목재시장 영향 분석 - 침엽수 원목, 침엽수 제재목, 합판을 중심으로 -(김동현·원현규·우관수·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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