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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관점의 산림바이오매스 논리와 실제

1. 산림경영과 탄소중립

가. 산림경영과 탄소중립 일반개념

- 산림은 탄소흡수원, 저장고, 탄소대체재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인데, 숲이 오래

될수록 탄소흡수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저장한 탄소를 활용하면서 다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오래된 숲을 벌목하고 재조림하면 어린 나무들이 다시 빠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수확한 목재는 탄소저장고 및 화석연료의 대체재로 활용 가능하므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데 기여

- 또한 적극적인 숲가꾸기(간벌 및 가지치기 등)를 통해 탄소흡수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경우 숲이 활발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기간을 늘일 수 있음

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경영 필요성 주장과 반론

(1) 산림경영의 당위성 주장논리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진 유도

-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 생장 촉진이 가능하여 자연림에 비해 훨씬 많은 이산화탄

소 흡수

∙ 숲가꾸기사업은 방치된 산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고, 기후변화의 적응능력을 높여 온실

가스 흡수를 증진

- 화석연료의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숲가꾸기사업의 부산물 및 제재목 부산물, 사용가치가 다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절약 가능

∙ 현재 간벌사업 등이 진행될 경우 숲에 방치되는 부산물을 최대한 수집한 후 바이오매스로 

활용하여 연료의 대체효과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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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경영의 문제점 주장논리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는 오래된 나무가 훨씬 효과적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는 생물량뿐만 아니라 토양유기물, 죽은 나무 등을 통해 숲에 지속

적으로 쌓여서 저장

∙ 전세계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한 Pregitzer and Euskirchen (2004)의 

결과에 따르면 온대림에서 총 탄소저장량은 70년 정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뚜렷. 결국, 어린 숲이 격리하는 탄소에 비해 오래된 숲이 훨씬 

많은 탄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보임

∙ 탄소저장 측면에서 오래된 자연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실증결과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Law et al. (2018)은 목재의 수확을 줄이는 것이 온대산림에서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전략으로 제시

- 우리나라는 세계적 연구결과와는 달리, 전체 산림의 90% 이상이 수령 50년이 채 되지 

않는 어린 숲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령 70년 이

상된 숲의 탄소저장량 변화연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

∙ 우리나라의 숲은 오래된 숲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어린 숲들만 있고, 오래된 

숲이 거의 없어 어린 숲 중에서 나이가 조금 더 되는 숲이 많다는 것에 불과

[그림 1] 미국 메사추세츠주 산림에서 벌목이 진행되지 않은 숲의 지상부 

탄소흡수량 그래프 (Timmons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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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림의 연령변화에 따른 생물바이오매스, 토양유기물, 토양, 죽은 나무의 

탄소저장량 변화 및 이들 탄소의 총저장량 변화. 아한대: A=0–30년; 

B=31–70년,C=71–120년; D=121–200년; E=> 200년, 온대 및 열대: A=0–10년; 

B=11–30년; C=31–70년; D=71–120년; E=121–200년.  (Pregitzer and 

Euskirchen, 2004) (단위: MgC/ha). 온대림에서 탄소저장량은 7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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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1년 5월 16일 산림청이 수령 30년 이상의 나무를 베어내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연령별 이산화탄소 흡수량그래프(Bowman et 

al., 2013).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초기 50년까지 수목이 저장한 탄소를 

100으로 가정할 경우, 51~100년 사이에는 230의 탄소를 저장하며, 

101~150년 사이에는 190, 151~200 사이에는 160 만큼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오래된 나무가 훨씬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림 4] 온대림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산림관리전략(Law et al., 2018). 

제시된 전략에 따르면 산림의 목재수확은 기후변화에 매우 부정적으로 수확을 

줄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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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중립을 위한 숲가꾸기(간벌) 필요성과 반론

(1) 숲가꾸기의 탄소흡수 증진 주장논리

 초기 탄소부채

-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초기에는 더 많은 탄소를 한꺼번에 방출 

- 그러나 숲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탄소부채를 점차적으로 갚아나가

면서 탄소중립에 가깝게 유도

- 산림에서 화석연료보다 더 많이 배출한 탄소의 양을 흡수할 때까지의 기간인 탄소회수기

간이 어느 정도인가가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관점인데, 숲가꾸기는 탄소부채를 매우 

빠르게 상쇄하고 추가적인 흡수가 가능

 식물생장특성에 따른 빠른 탄소부채 회수 및 초과 축적

-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핵심은 식물생장주기 특성에 기인

∙ 어린 숲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대기 중 탄소를 빠르게 격리하지만, 숲이 노화됨에 

따라 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매우 빠르게 느려지게 되며 노화된 숲은 흡수와 배출이 중립을 

이루는 균형상태로 변화 (Schlamadinger & Marland, 1996 ; Ryan et al ., 1997 

; Eriksson et al ., 2007 ). 

∙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숲의 우점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년이 지난 숲은 

대기중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약 50년이 되면 거의 흡수하지 못하

는 중립상태에 이른다고 제시

∙ 30년 단위로 나무를 베고 심는 중에 숲가꾸기(간벌)를 하지 않을 경우 개체목의 직경 

또는 재적생장이 나빠지게 됨. 따라서 전체 임목본수와 개체목 크기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밀도관리 즉, 숲가꾸기사업이 중요(산림청, 2021)

(2) 숲가꾸기의 탄소흡수 방해 주장논리

 요원한 탄소부채 회수

- 단기 수확이 가능한 초본식물의 경우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재흡수가 1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으나, 목질계 바이오매스의는 연소 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수십년 또는 수세기 

동안 완전히 재흡수되지 않을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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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연구에서 탄소 방출과 재흡수 사이의 이 시간 간격이 일시적인 온실 가스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적이지 않거나 아주 오랜 기간이 흘러야만만 

탄소 중립일 수 있음을 입증 (Marland & Schlamadinger, 1997; Johnson, 2009; Cherubini 

et al., 2011; Hudiburg et al., 2011; McKechnie et al., 2011; Holtsmark, 2012; Schulze 

et al., 2012; Lamers & Junginger, 2013; Mika & Keeton, 2015).

- 산림청(2021) 산림탄소경영의 과학적 근거를 위한 보고서에서도 간벌을 통한 밀도관리

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숲가꾸기(간벌)을 진행하지 않은 숲은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식

물이 생육하므로 단위면적당 임목축적은 높아진다’는 언급을 하고 있음. 즉, 숲가꾸기는 

숲의 임목축적량과 비례하는 탄소저장량을 낮춤을 언급

 우리나라 숲가꾸기사업의 탄소저장효과 실증데이터 검증결과

- 숲가꾸기(간벌)은 숲의 탄소저장량 증대 억제

∙ 우리나라에서 간벌의 탄소축적량 변화에 대한 모든 실증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한 이종열 

등(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0% 간벌 시 방출된 탄소를 다시 숲이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77년이 되며, 해당 회기식은 83%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임

∙ 위 연구는 간벌을 위해 사용한 에너지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계산에서 넣지 않은 것으로 

실제 숲에서 1회 간벌이 일어날 경우 저장한 탄소의 재축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 현재 우리나라 산림경영체계에서 조림 후 임목을 수확하는 시기까지의 30년 동안 숲가꾸

기는 풀베기 3회, 어린나무가꾸기 1회, 가지치기 1회, 솎아베기 2회를 표준으로 하고 

있어 탄소의 재축적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며, 해당 사업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라. 목재의 탄소저장기능으로 인한 탄소중립 기여

(1) 적극적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수확 당위성 주장논리

 목재이용을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 극대화

- 일정정도 자란 나무는 연간 탄소흡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므로, 효용성이 떨어진 나무

를 베어내어 그간 저장한 탄소를 목재로 이용함으로써 탄소를 오랫동안 산림 밖에서 저장

- 나무를 베어낸 숲에 조림을 하게 되면, 탄소흡수를 많이 하는 어린나무가 대기중의 탄소

를 또 다시 빠르게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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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흡수한 나무의 산림 밖 저장과 어린나무의 빠른 탄소흡수의 2중 효과를 통해 산림

의 탄소흡수 및 저장기능 극대화

[그림 5] 목재이용과 탄소순환의 원리. 대기 중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벌채와 목재이용, 재조림의 순환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 김성환

(2) 목재수확에 의한 단기 탄소배출로 기후변화 악화 주장논리

 과도한 목재의 탄소저장량 계산

- 목재수확을 통한 탄소저장 논리는 나무에 저장된 탄소를 모두 수확하여 오랫동안 활용함

으로써 탄소를 고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수확된 목재에 저장된 탄소는 훨

씬 빠르게 대기중으로 재방출되어, 결국 오랫동안 저장한 탄소를 한꺼번에 배출하여 기

후변화에 악영향 가중

- Keith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산림에서 수확한 바이오매스 중 상업용으로 이용

되는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부분이 3년 이내에 버려지게 되어 이산화탄소

를 방출하게 됨. 결국 30년 이상동안 저장되는 목재 내 탄소의 양은 총 수확량의 5% 전

후에 불과

- 결국 나무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빠르게 대기중으로 방출되게 되어 기후변화 악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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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목재 제품의 수확 및 가공 중 바이오매스 탄소 이동. 굵게 표시된 

숫자는 남은 총 바이오매스의 탄소 비율을, 기울임 숫자는 평균 수명이다 

(Keith et al., 2014).

 우리나라 목재활용의 문제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인 제재업에 활용되는 양은 전체 원자재의 13%에 불과하였음. 반면, 단기간에 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활용방법인 목재칩, 방부목재, 톱밥/목분, 표고버섯, 펠릿, 장작, 성형

목탄으로 사용되는 양은 전체 원자재의 무려 55%를 차지하여 목재생산이 탄소의 고정이 



35 •••

발표Ⅱ.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의 제도 개선 방안

아닌, 탄소의 빠른 배출로 작용. 특히, 단순 땔감으로 사용되는 목재의 양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로 탄소배출에 악영향 심화

- 제재목의 경우에도 원자재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50%가까이가 부산물로 버려

지게 되어 실제 30년 이상 저장되는 양은 극히 미미

- 목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제품의 

평균 이용시간(제품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나무가 벌목될 때까지의 나이보다 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수확한 목재의 거의 대부분의 양이 30년 이내에 수명을 다

하는 현실에서 목재생산에 따른 탄소저장 논리는 비현실적 

- 목재가 오랫동안 탄소를 고정할 수 있으려면 탄소 반감기가 긴 제재목이나 합판 등에 사

용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큰나무가 아닌, 너무 어린 나무를 수확하기 때문에 탄소

고정을 위한 목재사용량이 늘지 않는 반면, 단순히 태워지면서 탄소를 한꺼번에 배출하

는 펠릿이나 칩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문제 심각

- 따라서 어린나무 벌채를 지양하고 수령 100년 전후의 큰나무를 수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환경친화적인 택벌의 방법으로 산림벌채를 최소화해야만 기후위기

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그림 7] 2019년 우리나라 목제품별 원자재 이용 현황 (산림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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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9년 국산목재 생산과 이용 (산림청, 2021) 

 교란에 따른 탄소저장량 회복 불가

- 앞서, 우리나라의 실증데이터로 검증한 간벌에 따른 탄소저장량 회복은 무려 80년이 지

나서야 가능해지는 것과 같이, 숲에서 단 한 번의 어떠한 교란에도 기존 자연림이 가지

고 있던 탄소저장량을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 우리나라에서 간벌에 따른 탄소저장량 회복이 80년이 걸린다는 검증으로 미루어 벌목 

이후 이전에 숲이 가지고 있던 탄소저장량을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긴 시간을 필요로 하

게 되므로 해외 연구와 유사하게 200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교란은 산불과 같은 자연적 교란도 포함되며, 벌목과 같은 인공적 교란은 매우 

심각하게 숲의 총 탄소저장량을 줄임

- 다양한 교란에 의한 숲의 총 탄소저장량 변화를 분석한 Keith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50년 간격의 주기적 벌목은 벌목하지 않은 산림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탄소축적

량의 단지 37%만을 축적하며, 벌목 후 50년이 되었을 때 최대 탄소 저장량은 초기 자연

림이 가지고 있던 저장량의 44%에 불과

- 단 1회의 벌목이 진행된 숲에서 벌목되지 않은 초기 저장량을 회복하는 데에는 무려 

250년이 필요. 오래된 산림에서 탄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준이 

되는 저장량이 적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Stephenson et al. 2014) 실제 벌목이 

진행된 숲이 보전한 숲의 탄소저장량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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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시림의 초기 탄소저장량에 기초한 숲의 총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변화: (1) 

산불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숲이 재생되고 죽은 바이오매스가 분해, (2) 

모두베기 후 숲의 재성장, (3) 50년 주기로 반복적 벌채. 벌채된 산림 내 탄소 저장량은(회색 

점선) 그 양이 실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Keith et al., 2014)

마. 결론

 어린 숲이 탄소를 좀 더 빠르게 흡수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인정되나, 환경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전 세계적으로 200년 이상의 오래된 숲을 포함한 다양한 

실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감소분은 매우 미미함

 특히, 숲이 오래되면 탄소흡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벌목은 흡수한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으로 탄소흡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 이유는 초기 흡수량은 

높으나 저장량 측면에서 초기저장량보다 후기 저장량은 지속적으로 저장되는 탄소가 누

적되는 관계로 훨씬 많기 때문임. 따라서 숲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탄소흡수 및 저장 측

면에서 효과적임

 숲가꾸기는 남아있는 개별목의 탄소흡수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숲의 총 탄소저

장량을 떨어뜨리게 되어 탄소중립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함

 우리나라의 경우 벌목으로 생산한 목재 대부분이 벌복되기 전 나무의 생장기간보다 훨

씬 빠르게 탄소를 대기중으로 방출시킴으로 해서 탄소흡수가 아닌, 탄소배출에 기여하

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조기 벌목을 피하고 제재목으로 활용가

능한 오래된 나무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38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토론회

 벌목으로 인한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현재의 인위적 산림경영 중심의 산림 관리정책을 

자연림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라는 세계적인 목표와 배출 감

소를 위한 국가 목표에 기여하게 됨. 전형적인 상업적 벌목/조림 방식으로 관리되는 산

림은 남아있는 목제품 및 매립지에 버려진 모든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더라도 오래된 자

연림의 초기 탄소 축적량을 결코 회복할 수 없음 (Keith et al., 2014). 

 따라서 현재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간 탄소 흡수율 관점에서의 평가에서 벗어나 

적절한 기간 동안 탄소 축적량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탄소중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Keith et al., 2014).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정은 단순히 벌목이 진행된 이후의 흡수량 계산이 전부가 아니며, 

벌목 이전 흡수하여 저장했던 탄소가 벌목 후 어떻게 배출 또는 고정되는지를 살펴야 

함. 

 산림의 탄소흡수는 분명 기후위기시대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임. 그러나 기존 산림의 벌

목과 조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산림경영방식은 최소 200년 이상 탄소를 더 많이 배

출하게 됨. 따라서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aw et al. 

(2018)이 제시한 바와 같이 숲의 벌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숲의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또한 수확한 목재는 최대한 많은 양을 사용기간이 긴 용도로 사용해야 함. 나무는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며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발전 등의 화목연료로 사용하게 되

면 수 십년 간 흡수한 탄소를 한꺼번에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상황이 됨. 즉, 목재의 이

용이 탄소배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1) 목재생산의 최소화 2) 자

연림의 보호 및 자연림으로의 전환 3) 생산한 목재의 탄소저장을 위한 용도 개선 이 종

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기후위기시대, 전 세계 다양한 실증데이터를 종합하여 검증한 후 산림관리전략을 제시하

고 있는 미국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과학기술자문기관인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제시한 연구결과(Law et al., 2018)와 유럽 정부의 과학자문

위원회(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모

두 위의 내용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들의 광범위한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탄소흡수전략과 상반되는 상황으로 숲관리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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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럽에서 목재생산에 의해 재방출되는 탄소의 순환구조. 매년 산림이 흡수한 탄소 

중 92Tg C를 생산하여 87Tg C를 다시 방출한다.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숲에 저장되는 

탄소량은 급격히 증가한다. (EASA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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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매스 발전과 대기오염

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과 탄소중립 일반개념

-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

활하지 않은 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

- 바이오매스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면 탄소가 방출되지만 이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목재

를 활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탄소배출 억제에 기여

- 해당 산림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 추후 

새로운 성장을 통해 방출된 탄소를 재흡수하여 결론적으로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 생

산은 탄소중립적

- 아울러 석탄 및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비해 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친환경적인 

연료

나. 바이오매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재연료와 건강 문제1)

- 미국환경보호국 (EPA)에 따르면, 목재(산림바이오매스)를 태울 때 발생되는 물질은 미세

먼지와 함께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등의 독성물

질 방출하는데, 

- 특히 어린이, 노인,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등에 더 큰 위험을 주며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

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

- 중요하게는 최근 사회적으로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COVID-19 유발 바이러스

인 SARS-CoV-2를 비롯한 폐 감염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 연료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살펴보면2) 비교한 4개 오염물질 중 다환족유기물

질과 포름알데히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비해 배출량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크롬과 수은 또한 천연가스에 비해 많은 양이 배출

1) https://www.epa.gov/burnwise/wood-smoke-and-your-health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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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이롭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

인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발열량은 석탄에 비해 10%이상 낮아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연료형태 발열량 크롬
다환족

유기물질

포름

알데히드
수은

석탄
19.73 

(mmBtu/short ton)
2.41E-04 4.62E-05 1.97E-05 3.15E-05

천연가스
0.001026 

(mmBtu/scf)
9.52E-08 9.45E-09 1.28E-04 4.42E-07

목질계

바이오매스

17.48

(mmBtu/short ton)
2.93E-06 3.53E-04 3.68E-03 2.93E-06

[표 1] 연료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단위: kg/Gcal)

자료: 1) 발열량: 미국 EPA, “Emission Factors for Greenhouse Gas Inventories”.

2) 배출계수: Maine.gov. “HAP Emission Factors”. 

- 우리나라 화석연료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살펴보면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발전 단위 당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SOx, NOx) 총 배출량

(kg/MWh)은 석탄 발전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

한 발전 단위 당 미세먼지(PM 2.5) 배출량(kg/MWh) 또한 석탄 발전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실질적 오염물질 배출량이 매우 심각한 수준

- 이렇게 과다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목재펠릿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이영영과 김준순(2015)의 결과에 따르면, 대표치 기준으로 석탄보다 높은데 무려 무

연탄의 2.8배, 유연탄의 7.6배에 이르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

- 이러한 실증데이터는 미국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오하이

오주 Killen석탄화력발전소의 시험데이터를 살펴보면3) 열함량 기준으로 5%(질량 기준

으로는 8%이상) 목재를 혼소하여 발전할 경우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하고, 

포름알데히드는 무려 21배 이상 증가하며 폴리옥시메틸렌(POM) 10배, 톨루엔과 밴젠 

또한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은 양의 목재혼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

질 증가는 매우 심각하게 확인

3) Partnership For Polich Integrity (PFPI)
https://www.pfpi.net/air-pollution-2?fbclid=IwAR2RTV7nECmi84upmyLSz06Y0Sggwd5QKeP3nOls

WEbK8um81VAJLxv7k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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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전량

(㎿h)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PM2.5)

SOx

(톤)

NOx

(톤)

먼지

(톤)

합계

(톤)

원단위

(㎏/㎿h)

배출량

(톤)

원단위

(㎏/㎿h)

인천복합

(LNG)
3,087,807 - 264 - 264 0.085 21 0.007

영흥5,6호기

(석탄)
12,980,045 862 807 34 1,703 0.131 384 0.030

영동1호기

(목재펠릿)
842,294 52 411 18 481 0.571 62 0.074

[표 2] 2019년 기준 국내발전소 간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량 비교

(단위: 발전량 당 배출량)

자료: 국회 이소영의원실 (2020)

 

[그림 11] 미국 오하이오주 Killen 석탄발전소의 바이오매스 혼소 

실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Partnership For Policy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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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의 결과를 살펴보면4),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인 Gainesville Renewable Energy Center (GREC)와 디젤과 천연가스 혼소발

전소인 메사추세츠주의 Pioneer Valley Energy Center (PVEC)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1) 이산화질소 20배, 2) 일산화탄소 52배, 3) 미세먼지 22배, 4) 

휘발성유기화합물 14배, 5) 유해 대기오염물질 21배, 5) 이산화탄소 4배씩 각각 더 배출

하는 것으로 조사

-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탄소배출량이 

화석에너지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이 배출된다는 것으로 실증데이터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심각한 탄소배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

[그림 12] 미국 플로리다주의 바이오매스발전소(GREC)와 메사추세츠주의 

디젤+천연가스발전소(PVEC)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다. 바이오매스의 탄소배출

 바이오매스 연소 시 탄소배출량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위 역청탄의 CO2 배

출계수 기본값은 96,100 (kg/TJ)2 인 반면, 고체 바이오매스 연료의 경우에는 무려 

112,000 (kg/TJ)2 로 제시하고 있어 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연소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6%이상 높은 상황

- 바이오매스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석탄보다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 

에너지를 얻기 위해 보다 많은 양을 연소시켜야 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

4) Partnership For Polich Integrity (PFPI)
https://www.pfpi.net/air-pollution-2?fbclid=IwAR2RTV7nECmi84upmyLSz06Y0Sggwd5QKeP3nOls

WEbK8um81VAJLxv7k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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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의 배출계수는 단순히 발전 과정에서의 배출량만을 계산하는 배출계수로 실제 운

영중인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바이오매스발전으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 아닌, 온실가스 과다배출을 유도하는 역효과 정책임 

 바이오매스 탄소배출량 산정의 문제

- 바이오매스의 소각으로 인한 CO2 배출량은 사업장별 온실가스 명세서나 국가 인벤토리

에 배출량으로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이미 목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숲이 가지고 있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나무가 자연분해될 경우 많은 양의 탄소가 토양이나 생물체 자체로 오랫동안 고

정되어 유지되는 반면 태울 경우에는 모든 탄소가 방출되므로 이러한 계산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며 산에서 미이용바이오매스를 반출할 경우 새롭게 심은 어린나무에

의 양분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나무의 생장이 늦어져 탄소흡수를 적게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된 단순계산으로 지적. 이러한 문제에 의해 미국 발전소의 실증 데이터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의 계산방식은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특히, 원목을 펠릿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에 의한 탄소배출, 원료의 이동 및 가

공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 등, 불필요하게 추가되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계

산되지 않아 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은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

-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개략적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실질 온실가스배출량은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왜곡된 수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감축수

치가 과도하게 계산되는 문제 발생

라. 비경제적 에너지

 산림경영 비용-수입 비교

- 표준적 산림경영을 위한 투입비용과 수입의 내역을 제시한 산림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30년의 

산림경영 과정에서 지출 항목은 조림, 풀베기 3회, 어린나무가꾸기 1회, 가지치기 1회, 솎아

베기 2회, 임목수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은 수확한 임목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발생

- 전체 비용을 종합하면 ha당 30년 동안 지출하는 비용은 총 3800만 원인 반면 수입은 

1900만 원으로 적극적인 산림경영은 ha당 무려 19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임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임목수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용이 세

금으로 지원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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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모두 탄소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면, 세금으로 미이용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불과한 상황임. 

결국, 바이오매스연료는 세금이 사전에 투입된 결과로 현재의 저가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비용을 재계산해야 할 것임

- 100년 전후의 수목에 대한 택벌과 수목의 자연발아를 유도할 경우 임목수확에 따른 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나, 30년 간 지속되는 비용의 절약을 감안할 경우 산주에 훨씬 큰 이익

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전과정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그림 13] 우리나라 낙엽송 식재에 따른 임업비용-수입 흐름 (산림청, 2021)

 신재생에너지 인증문제

- 전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제도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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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적

용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발전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미이용바이오매스의 경우 REC 2.0의 매우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어 대부분 

생산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이유로 저렴해지는 바이오매스를 손쉽게 활용하고 있는 상

황을 유도

- 산림에서 미이용바이오매스의 생산 확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용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산림갱신, 병해충예방, 

숲가꾸기 등의 증대요청과 무관하지 않음

마. 유럽연합 산림바이오매스 최신 정책

 유럽연합위원회의 2021년 산림전략

- 산림산업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럽연합은 그간 업계의 압력에 

의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정책에 과학적이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펴지 못했으

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1년 7월 새로운 산림정

책 접근방향을 제시(European Commission, 2021)

- 해당 자료에서는 1) 목재를 바이오매스로 이용하는 대신 목재 자체로 유지되는 기간이 

긴 제품으로 변환할 것, 2) 1차산림(자연림)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산림에서의 바이오매

스 조달 금지, 3) 원목 및 뿌리 등을 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지원 금지, 4) 모든 바이오매

스 열 및 발전시스템에 온실가스 최소화시설 의무화 등의 내용을 제시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는 그 효

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대부분 전기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과도한 정부보

조금 또는 면책(REC 가중치 인증)제도를 두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제한 내용과 자연림에서의 산림벌채 금지조항, 오랜 시간 유지가

능한 목재이용 등을 담고 있는 유럽의 산림정책은 일핏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내용에 비해 많은 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기금

(WWF)은 ‘EU가 산림업계 로비에 굴복했다’고 명료하게 평가하였으며, 스웨덴 Propect 

the Forest Sweden은 ‘EU가 숲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인 산림 바이오매스를 계속 재생

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숲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평가5)한 것은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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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론

- 전세계 실증자료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바이오매스발전은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훨

씬 많은 탄소배출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또한 과도하게 배출되는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량적 분석 없이 임의적으로 REC가중치를 설정하고 있는 

상태임. 

- 결국,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은 1) 과도한 산림훼손 유발, 2) 석탄화력발

전소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속도를 늦추어, 3)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키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인

증을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임

- 독일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숲은 단지 벌목을 중단하기만 해도 한 해 2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6), 이는 숲의 탄소흡수능력이 약 

두 배로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우리나라라 해서 다르지 않음. 따

라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숲의 보전이 최우선 순위임. 

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88

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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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토론의 관점을 제

시하고 산림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동향과 우리나라 산림의 특성,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추이와 전망, 산림소유구조와 목재수확량을 바탕으로 미래산림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

다. 

①토론의 관점.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임업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고려하고 국가 수준에서 산림정책

을 다룬다. 핵심 관점으로 산림의 지속성과 임업의 발전을 함께 고려한다. 즉, 국가 수준에서 

산림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임업이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산림의 특성과 산림소유구조 및 임업 상황을 고려하고 현

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미래 지향적인 산림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산림정책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김남균은 산림정책을 “산림과 임업과 

관련한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정한 행동지침 또는 행동방침”(2020)

으로 정의하였다. 독일의 산림정책학자인 Knott은 “산림부문계획에 따라 산림을 보호하고 이

용함에 있어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협상과정” (2005)으로 정의하여, 공익과 사익, 보

전과 이용·개발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나

는 권위 있는 정부기관인 산림청 등이 산림과 임업과 관련한 바람직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을 수립하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산림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②산림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동향. 환경선진국이자 임업선진국인 독일 산림정책의 

목표는 ⑴산림의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인 확보, ⑵임업의 육성, ⑶이해관계의 조정(연방산림

법 제1장 제1조 3항)이다. 일본 역시 산림이 지닌 다면적 기능의 발휘와 임업의 지속적이

고 건전한 발전을 산림·임업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산림정책의 목

적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산림기본법 제1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

가 수준에서 산림의 지속성을 유지·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산림정책의 목

표를 두고 있다. 이를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으로 한정하면 국가 수준에서 산림의 온실가

스 흡수·저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임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과 지속가능한 이용"이고 람사르협약의 목적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다. 이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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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산림정책은 "산림의 보전과 순환경영으로 국가 탄소

중립 목표와 국민경제(산림산업) 기여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이 2016년에 발효됨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온

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역시 2060년에 탄소중립 달성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

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9월 현재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관련하여 가장 앞서나가는 대륙은 EU이다. EU는 2021년 7월 14일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2030년에 감축하겠다는 『Fit for 55 Package』 제

안서(13개 법률 개정안 포함)를 발표하였다. 2050년에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제안서 형태로 제출되었고,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

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따르면 제출된 제안서가 발효되는데 

18~20개월이 걸리므로, 내년 말이나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안서에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의 10%(3억 1천만tCO2e)를 산림을 포함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와 임업(LULUCF)」 부문에서 감축하겠다는 정량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를 이행하기 위하여  「EU 신 산림전략 2030」(법률 개정안)과 이의 핵심 이행수단으로  「30

억 그루 나무심기」가 포함되었다. EU의 전략은 목재의 양이 산림의 지속가능성의 한계 내에

서 유지되고 단계적 목재이용원칙(cascading principle)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접

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전략은 규제적, 재정적, 자발적 조치를 결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생

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유림 소유자와 관리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개발을 중요한 이

행수단으로 보고 있다. 또한 EU는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1)는 

인식을 반영하여 신 산림정책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정책도 생물다

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 기능만 

중요한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림정책 역시 탄소뿐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목재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유림과 우량목재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경제림육성단지라 할지라도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안전장치(safeguards)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환경

과 경제, 공익과 사익을 실제 임업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 대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

1) “The twin climate and biodiversity crises cannot be treated in separately.”(‘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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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접근방법은 규제보다는 생

태계서비스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인센티

브 개발이 필요하다. 

③우리나라 산림의 특성. 현재 우리의 산림은 대부분 1945년 광복 이후 만들어졌다. 그 증

거를 1967년 영급별 입목지 면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의 나이 구간을 영급

(齡級)으로 표현하고, 각 영급을 10년 단위로 표시한다. 당시 입목지 면적은 총 5,697,866

㏊였는데, 1~3영급의 산림이 9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1967년 산림의 최소 

85%(1~2 영급 산림면적)는 1945년 광복 이후에 인위적으로 조성 또는 자연적으로 갱신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51년 이상인 6영급 이상 산림면적이 입목지 면적의 

6.7%인 40만㏊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73년(1946~2019)간 우리나라의 조림 실적은 누적 

면적 기준으로 현재 산림면적의 91%에 해당하는 576만㏊에 약 146억 그루였다. 실제 조림

면적은 조림 실적이 불량한 산림지에 다시 심는 나무를 심는 보식과 수확지에 재조림한 면

적이 포함되었기에 이보다는 낮을 것이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우리나라는 남겨진 유산 

없이 우리의 힘으로 지금의 산림을 만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산림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산림의 총임목축적(stock)은 

1954년 38백만㎥ 수준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1969년까지는 일제강점기 수준인 7천만㎥

에 머물렀다. 1970년 이후 1960년대의 대규모 조림과 산림보호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2000년대까지 급격한 증가가 지속되었다. 2007년 이후 총임목축적의 증가율이 감소로 전

환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임목축적은 1927년 78백만㎥에서 

2019년 10억㎥로 13배 증가하였고 가장 산림이 황폐된 시기였던 1954년과 비교하면, 30

배나 증가하였다. 

(a) 3년 평균 임목축적 추이(1927~2019)
(b) 3년 평균 연간 임목생장량 

추이(1928~2019)

그림1. 우리나라 임목축적의 변화 추이(1927~2019)

출처 :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27-1942), 『조선중앙연감』(1948), 『임업통계연보』(1968~2020), Bae et al.(2012)

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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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축적의 급격한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산림자원의 총임목축적(stock)의 지속적 증가에 관심을 두었을 뿐 순임목축적(flow)의 중요

한 변화를 다루지 못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총임목축적은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지만(그림1 (a)) 연간 생장하는 순임목축적은 2007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그림1 (b)). 총임목축적의 변화만을 보면 우리 산림의 지속성은 계속 증가하지만 순임

목축적의 변화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총인구는 조금씩 증가하지만 증

가율이 빠르게 감소하여 2029년부터 절대인구까지 감소한다는 인구 전망(http://kosis.kr)

과 비슷하다. 현재와 같은 산림관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구 추이처럼 6영급 이상 산림은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1~3영급 산림은 줄어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림구조로 변화

되어 산림의 지속성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새롭게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된 

우리나라는 조성된 산림을 잘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국가 산

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산림의 지속성을 유지·증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는 전환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산림자원 측면에서 우리 산림은 2007년 이후 임목의 연간 생장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그러한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전망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완화 또는 반전시킬 수 있

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임목의 연간 생장량의 감소 추이를 완화하고 반

전시키는 노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④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추이와 전망.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측면에서 매년 자

라는 임목축적의 감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림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산림을 잘 가꾸고 관리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순흡수량은 두 시기 탄소저장량의 차이를 의미한다(축적차이법). 순흡수량이 감소한다는 것

은 탄소저장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2)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8년 61백만 톤(tCO2)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46백만 톤

까지 감소하였다. 

2) 환경부.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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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stock) 및 순흡수량(flow) 추이(1990~2018)

출처 : 환경부. 2020. 『2020년 대한민국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흡수량 감소의 원인은 산림의 순임목축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량은 매년 생장을 통해 흡수되는 전체 이산화탄소량(=총흡수량)에서 산지전용, 목재수확 등 

각종 벌채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벌채배출량)을 뺀 ‘순흡수량’으로 계산된다. 순흡수량은 

순임목축적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소하

는 시기는 순임목축적이 줄어들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지난 20년간의 주요 임업통계를 살펴볼 때 산림의 순임목축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산지전

용이나 산불, 병해충 등의 피해 면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목재수확 역시 총임목축적의 

0.5%에 미치지 못하는데, OECD 27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목재생산량은 원목 기준 427만㎥로, 총 목재수요량 2,755만

㎥의 16%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목재수요량의 84%는 국외에서 수입하여 충당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순임목축적이 줄어드는 까닭은 산림의 불균등한 영급 분포와 대부분의 산

림이 생장량의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이다. 온대지역에 속하는 우리나라 

산림은 나이가 20~30년생일 때 생장이 가장 왕성하고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한다. 우리나라

는 1970~80년대 집중된 녹화사업의 결과로 2019년에는 31~50년생에 해당하는 4~5영급

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2/3를 차지한다. 반면 녹화사업 이후 지속적인 후계림을 조성하

지 못하여 20년생 이하(1~2영급)의 산림면적은 6%에 불과하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30년 후인 2050년에는 51년생(6영급) 이상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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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서 매년 자라는 ha당 임목생장량도 현재 4.3

㎥에서 절반 이하인 1.9㎥로 줄어들 전망이다3). 온실가스 흡수원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

나라 산림은 지속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산림의 생장량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산림관리 방식의 새로

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EU에서 채택한 순환경제 접근방식과 단계적 목재이용

원칙(cascading principle)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목재수확은 산림에 저

장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량한 목재를 공급하기 위

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후계림을 키우고 가

꾸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 즉, 경제림의 순환이용으로 재

생가능한 목재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떨어지는 순흡수량을 개선할 수 있다. 일본은 기

술개발을 통해 생장량이 1.5배 이상 높은 우수품종(elite tree)으로 재조림하여 온실가스 흡

수 기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 우리나라 역시 채종원산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재

조림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확된 목재는 단계적 목재이용원칙에 따라 목재기반 제품(제재목, 건축용

재), 목재이용기간 연장,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바이오에너지, 폐기의 순으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의 탄소저장량만 

국가 온실가스 계정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목재의 수확과정 등에서 버려지는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역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보유

한 우리나라로서는 목재자원을 부가가치에 따라 알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생

가능한 자원인 목재를 수확하는 활동은 필요한 목재자원을 사회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⑤우리나라 산림소유구조와 목재수확량. 2015년 기준으로 634만ha의 산림 중 사유림이 

67.1%, 국유림이 25.5%, 공유림(지방자치단체 소유)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산림의 

2/3 이상을 사적 주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산림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산림의 사용, 수익, 처

분의 권한이 산림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990~2019년간 우리나라 

산림에서 생장한 임목생장량의 12%를 수확하고 나머지 88%는 우리 산림에 저장되었다. 하지

만 국산목재 생산량만으로는 부족하여 목재 수요량의 85% 정도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

였다. 

⑥우리나라 미래 산림정책의 방향. 산림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산림의 기여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3) 한희 등 5인. 2021. 『산림경영률 제고로 NDC 기여』. 「2021 산림･임업전망 발표자료집」. pp.36-59.

4) 임야청. 2021. 삼림임업기본계획(http://www.rinya.maff.go.jp/j/kikaku/pl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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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특성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산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재수확

은 양립할 수 있다. 즉, 산림과 임업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 임업의 지속

성을 조화롭게 발휘하도록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국가 산림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가 단위의 ‘전체’와 현장 단위의 ‘부분’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의 지속성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계획(안) 논란에서 확인하였듯이 국민은 

벌채, 간벌, 조림 등 산림사업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는지를 체계

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산림사업 이력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의 구축은 산림사업의 효과를 장기간 모

니터링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며, 미래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이 될 수 있다.

산림거버넌스 측면에서 최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둘러싼 논쟁의 교훈 

중 하나는 산림정책의 수립 주체와 과정이 국가와 임업인에서 시민사회로, 형식적 거버넌스

에서 실질적 거버넌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정책이 산림과 임업의 지속성을 다

룬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림

기본법에 산림정책심의회를 부활하거나 지향하는 산림의 모습과 목재생산량 및 자급률 등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실질적인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전에 이해당사자 간 갈

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림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산림의 기능을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

하는 연구개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를 이해하는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산림과 임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추진하면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를 이

전보다 강하게 묻고 있다. ‘과학기반 결과, 결과기반 정책(science-based results, 

results-based policy)’이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구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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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2 정인철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심을 수는 없다

기후변화 연관,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탄소흡수원유지증진법’은 농지, 산림, 바다

숲 보전 및 조성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생태계건강성 및 국제사회 기준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미흡. 탄소흡수원 확충만을 명

시하고, 생물다양성 등의 고려는 부재한 상태로 유지. 2021년 1월, 산림청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 후 전략(안)이 산림의 경관, 재해예방, 생태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와 비판 제기(30억그루 심기, 벌기령 단

축 등은 폐기 예상) 

 기후변화해결책으로 탄소흡수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불러운 사회적 갈등의 시작, 나

무심기가 모든 해결책인냥 오해시키는 결과 초래. 온실가스 배출이 낮고 산림피복율이 

높은 열대지역의 국가 수준에서만 유효하다는 지적

 대규모 조림방식으로 탄소저장을 기대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악영향을 유발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우선 이미 존재하는 산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회복을 최대화

로 목표로 하는 탄소흡수·생물다양성·인간혜택의 조화를 위한 재조림 10대 원칙 대두)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제정.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

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ㆍ보

전을 위한 방안 마련. 

 경제림육성단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의 개벌을 포함한 집약적인 산림경영 문제. 

기존 산림지로 한정된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산정방식(이 역시 토양, 고사목, 낙엽층에 

대한 조사 미흡논란)을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토지로 확대하는 지침

을 반영, 미이용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원으로의 활용, 2050년 온실가스 순흡수량에 대

한 감소전망치의 불확신성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간의 첨예한 대

립 예상(각각 사항에 대한 과감한 전환책 마련 필요) 



77 •••

패널 토의

 또한, 현 숲가꾸기 확대 및 산림순환경영 등을 위해 임도와 임업 기계 등 인프라의 확충

하는 전략은 집약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제림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소모적인 갈

등 불가피, 숲가꾸기 필요성의 면밀한 진단필요

최근 논란이 된 벌채 방식과 관련, 산림청은 「목재수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

 (모두베기) 국유림을 선도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델을 제시

∙ 단기적으로는 국유림 5㏊이상 대면적 모두베기를 금지(보전가치 높은 공익용 임지, 생태

자연도 1등급지 등은 모두베기 금지),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유림 모두베기 금지를 실현, 

민유림은 모두베기가 아닌 친자연적인 수확벌채 방법으로 유도하는 제도와 정책 개발 

필요 

 (산림임도 확충) 산림도로 확충을 통해서 목재수확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을 구축

∙ 집약적인 산림경영지역에서 임도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선설계, 임도 기술

과 시공예산, 관리체계 등의 혁신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경우는 가능하나, 임도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기존 임도 중 방치된 사례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개선책을 마련 후 

추진할 필요

 (벌채 타당성조사) 목재수확 사업예정지의 타당성 제도를 도입, 생태적ㆍ경관적ㆍ산림재

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산지전문기관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합리적인 목재수확 

∙ 벌채 타당성조사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되나, 산지전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

고 벌채타당성 조사자격 뿐 아니라 항목과 기준, 조사방법 등이 보완되어 제시, 타당성 

평가기준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된 재해기반의 강도있는 (안)이 마련된 필요

 (목재수확 규제 강화에 따른 산주·임업인 등 지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선택적(친환경) 

직불금 지급 검토 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목재수확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 지불제와 직불 외에 설계·

감리비 지원, 반출로 개설과 복원비 지원, 임지잔재 정리·수집비 지원, 고성능 기계

사용료 할인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 고려할 필요

산림흡수원 논란은 산림의 엄정한 관리와 담대한 제도개선, 임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과

감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찰하게된 계기

특정부처를 넘어 범정부-사회적 공론화 테이블이 마련되어야만,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한 사회를 위한 산림정책 도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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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3 구경아 �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

먼저 발표 자료 작성에 수고하신 교수님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

능한 산림 탄소 관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림은 우

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로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

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 중 탄소흡수와 저장은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매

우 중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제도적, 정책적, 과학·기술적 노력

이 포괄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임업기반 산림탄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림의 산업제도, 산

림탄소계정의 측정, 보고, 평가체계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현행제도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

니다.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탄소흡수원 보전과 증대뿐만 아니라 

생물다야성 증진,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조절 기능, 목재 등 임산물 생산, 휴양 등의 문화서

비스 등의 다양한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고려하여 수립 및 이행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도개선 방안에서 제시하신 산림탄소계정의 MRV체계의 고도

화에서 시공간적 흡수계수 산정(Tier 3)과 토지이용변화(Approach 3)를 고려한 흡수원 산정

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종별, 생태계별 면적 단위의 흡수계수가 개발되고 

시계열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면 산림탄소흡수원 관리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침엽수, 혼효림, 활엽수림 등이 아닌 주요 수종별로 탄소흡수계수가 

개발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림경영을 산림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흡수계수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요 우점하는 수종만이 아니라 모든 탄소흡수원으로 고려한 단위 면

적 당 총 탄소흡수원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림을 다양하게 관점

에서 바라보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도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감리체계의 산림탄소계정 MRV와 연

계 및 생태계서비스비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산림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는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원의 보전과 증진을 

위하여 지역단위 현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제도와 정책에 관하여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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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특히, 국가, 지자체, 민간의 상호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유림 

면적이 전체 산림의 72.3%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과의 협력 및 지원은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에서 제시한 다양한 대안인 산지은행제도,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지원제도, 고령의 임업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귀농 및 귀산촌의 확

대 전략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제도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경우 시장에서 가치 산정이 어려운 생물다양

성 유지와 휴양과 문화 관련 생태계서비스 등 가치 산정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평가 

방법의 개발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관점의 산림바이오매스 논리와 실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앞의 다른 두 발표와 달리 산림의 보전과 복원이 탄소흡수원 확대와 탄소흡수 및 저장

에 가장 효율적임을 기존에 수행한 관련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잘 소개해 주셨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다양한 관련 정책과 국내 정책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

하고 지적하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우리나라 산림관리 정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본 발표는 인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연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도와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보건 위기 등 환경적인 위기

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토론자도 탄소흡수원 및 저장량

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산림을 보전하고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이 보전된 충분한 면적의 자연림 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3가지 제안인 1) 목재생산의 최소화 2) 자연림의 보호 및 자연림으로의 전환 3) 생산한 목재

의 탄소저장을 위한 용도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하고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인 이슈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적 단계별 그리고 포괄적인 탄

소흡수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정부부처,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협력체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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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4 장진구 � 산림조합중앙회 기후변화팀장

산림, 임업인·산주, 임산업 지원을 위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정책 필요

 임업인의 입장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림경영활동이다.

- 산림부문 탄소중립에 임목수확이 부정적 시각으로 대두가 되었다. 그러나 산주 입장에서

는 이러한 이슈가 다소 의아하다. 산림부문 탄소중립은 현재 우리가 산림을 경영하는 방

식에 탄소가치를  포함시켜 탄소흡수량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적 산림경영 외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무를 심고 일정 기간이 지나만 솎아베고, 벌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수확한다. 그리고 또 심고 가꾼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종이를 포함한 목제품을 공급하고 목재산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한다. 

우리나라의 목재수확량은 목재산업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을 공급하도록 계획되고 나무

가 자란 양에 만큼만 원목수확이 실행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는 않는다.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17천명 이상의 산림기술자가 임업에 종사한다.

- 아름다운 숲을 정의한 논문에 따르면 국민들이 뽑은 아름다운 숲은 곧게 자라고 잘 정비

가 된 산림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편백나무 숲, 낙엽송 숲 등이다. 이러한 숲을 마주

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는다. 이러한 아름다운 숲도 산

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심고, 솎아베기 작업 등을 실행하여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

록 인위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산림도 산업이다. 이러한 산림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익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가꾸어 지는 것이다 

 산림경영에 참여하는 산림소유자는 희생하고 늘 봉사하고 주는 존재이다.

- 산림관계법령은 강력하다. 산림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 심지어 산림 내에서 산양

삼 등 임산물 심기위해 50㎝ 이상 흙을 파면 안 된다. 50㎝ 이상 흙을 파기 위해서는 지

자체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령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기준을 강력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기준 실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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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감독 체계도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다. 산주·임업인 입장에서의 산림경영에 국

가가 너무 많이 간섭하고 제한을 하고 있어 자율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

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주·임업인의 희생으로 우리의 산림은 221조라는 가치

를 창출했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적극적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주·임업인에게 보상과 혜택방안의 마련

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의 기여하고 있는 적극적 경영하는 산주 입장에서는 보상이나 혜택이 턱 없이 

부족하다. 온실가스 흡수량이 산림부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나 산림

경영이 필요하다. 산림은 가만히 두는 것보다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하고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는 국민을 끌어 들이는 유인책이 부족한 것이 있다. 산림경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의 혜택과 보상이 분명히 마련되어야만 산림부문 탄소중립이 잘 정착 될 것이다.

- 적극적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산림경영률 제고에 기여

하는 산주·임업인에게 금전보상 등 직접지원과 임업기계 지원 및 임도 확충 등 간접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전적 보상방안은 이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탄소세도 고려될 수 있다.

임지는 사유제이지만 산림은 국민이 누리는 공유제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이슈도 공유제의 개념에서 제기된 것이다. 산림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가을이면 우리는 쉽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산림에서 

밤을 줍는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아무도 질책하지 않는다. 탄소를 거래하는 시대에 

우리 산주·임업인들도 그들의 산림경영 의지로 추가되는 탄소흡수량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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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5 사공정희 � 충남연구원 박사



83 •••

패널 토의



••• 8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토론회



85 •••

패널 토의



••• 86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토론회



87 •••

패널 토의

 M･E･M･O



••• 88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토론회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