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으로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넷-제로(Net-zero)’라고 합니다.

# 탄소중립은 국제기구에서 합의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약 7.6%의 온실가스를 흡수했습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 6억 7백만톤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 4천 6백만톤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0

6CO2 + 6H2O + 빛에너지 → C6H12O6(포도당 → 목섬유) + 6O2

www.nifos.go.kr

탄소중립이란?

우리나라 산림은?

나무는!

온실가스(CO2) 배출

온실가스 배출 제로

(탄소중립 상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출한 온실가스 제거

광합성을 통해 온실가스(CO2)를 흡수, 산소(O2) 배출, 

탄소(C)를 저장합니다.

누구나 알기쉬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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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가 탄소중립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생장합니다.

산림을 가꾸는 과정에서 잔가지, 재해피해목 등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나옵니다.

이들은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하므로 

발생 즉시 전량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출량의 과다 계산 방지를 위해 연료로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추가로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연료로 사용하면서 발생된 온실가스는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 과정에서 

재흡수되고 저장됩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배출량을 

“0”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여겨집니다.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목재펠릿이나 목재칩 등 연료로 

사용하면 사용한 양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목재펠릿 1톤의 사용효과 ]

- 1.62 MWh 전력 생산 가능

- 유연탄 약 0.62톤 대체

- 온실가스 배출 1.42톤 감축

4

온실가스 저감 
노력 필요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생장합니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합니다

파쇄 / 건조

목재펠릿 성형

산림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확, 수종갱신, 산지개발,
숲가꾸기 및 가로수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잔가지 등 원목이 아닌

부산물과 각종 재해피해목
출처: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이산화탄소, CO2)가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대기에 축적되어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