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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의 이상과 

착취적 실체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 박사 

2021. 12. 14.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증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피해, 회복력 감소 

*출처: 세계자연기금(WWF)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생태계 훼손이 야기한 감염병 위기사회 

*출처: 한겨레신문 

 수인성감염병 

 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일상회복 위해 야생지역 보호 등 생태백신 강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정부의 경로(2030 NDC) 

 2018년과 2030년 각각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감축목표는 40%과 아닌 36.4% 

 탄소흡수원(산림 등 2,670만톤), 국외감축(CDM, REDD+ 등 3,350만톤),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 1,030만톤)를 활용해 2030년 총배출량의 약 14%, 7,050만 톤가량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불확실성’과 ‘책임떠넘기기’ 문제점 

*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 A안 5,510만톤, B안 8,460만톤 흡수 



초라한 COP26, 기후정의를 위한 세계 행동 

 제출된 각국의 NDC, 2.4도 상승 

 구속력 있는 탈석탄 선언 실패 

 국외감축 실적 인정(양국합의, 이중사용 방지) 

 미래세대의 반발 



지금당장 기후정의! 



인정적(recognition)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인정적 정의는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를 강

조하며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타자(소수자)의 문화를 인

정 혹은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인정적 기후정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인간만이 아니

라 비인간생물 또한 피해자다. 따라서 비인간생물들도 피해자로서 

기후정의의 범주 안에 위치할 수 있다.  

 거대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되는 생물들에 대한 보전과 보호 또

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파괴 혹은 변형되어가는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소수자 문화에 대한 승인까지를 포함한다. 

 
*출처: 한상운 외(2019),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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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갑작스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국립생태원 
(2021. 4 발간) 

국립산림과학원 
(2021. 9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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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의 
긍정적 느낌 

매력적, 부드러움, 유연성, 포용적,  

비정치적-비당파성, 글로벌 정책기조, 

탄소중립 핵심전략, 탄소흡수원, 

기술공학적 접근과 대비,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호 기대감,  

재원마련 및 실행계획 용이, 정책주류화 전략 

Tree, Tree (나무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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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NbS) 정의 

자연기반해법은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이익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과제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기 위한 행동들. 

(IUCN, 2016) 

 

*사회적 과제 

: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를 이어가는 포괄적이고 우산적 개념 
 (탄소흡수 전략으로 한정된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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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UCN(2020) 

출처: NI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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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협약 및 사업에 NbS 반영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 REDD+, NbS 가이드라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25~26차 총회 논의 주제 

유엔개발계획(UNDP) –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저비용 장기 해결방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 자연보호, 빈곤완화, 온실가스 해결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 – 기후행동 예산의 25% 사용, 30억 그루 나무심기 

유럽위원회 (EU Commission) – NbS 개념 도시 녹지기반에 초점 계획 

생물다양성협약 (CBD) – 기후변화 완화, 적응, 재해 리스크 감소에 NbS 접근 



15 

핵심이행 트랙으로서 NbS (기후행동정상회의, 2019)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NbS의 4가지 영역> <핵심이행 트랙> 

① 기후완화 

② 변화의 사회정치적 동인 

③ 청년 참여 및 대중적 동원 

④ 에너지 전환 

⑤ 산업 

⑥ 회복력과 적응 

⑦ 사회기반과 도시 및 지방  

    단위 행동 

⑧ 자연기반해법 

⑨ 기후 재정 및 탄소가격제 

NbS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수단으로 선언, 국가 간 연합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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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based solutions can help cool the planet — if we act now” Nature (2021. 05) 
Cécile A. J. et. al 

NbS로 매년 10기가톤 감축 

자연냉각 3단계 (보호-복원-관리) 

온실가스 감축 5기가톤 

탄소 흡수ㆍ저장 5기가톤 

산림벌채 중단(2억7천만ha) 

생태계 복원(6억8천만ha) 

토지 관리(25억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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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량이 아닌 
온도저감으로 분석 

NbS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현명한 투자 

Nature (2021. 05) 
Cécile A. J. et. al 

2055년까지 온도 상승폭이 1.5°C로 유지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0.1°C 를 추가로 줄일 수 있고, 
2085년까지 2°C 또는 2100년까지 3°C를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에서는 0.3°C가 추가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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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BES-IPCC Co-Sponsored Workshop Report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해

결하면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공동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자연기반해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

로 줄일 때 만 효과적이며, 다른 부문에서 완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전에 시도한 적

이 없는 빠르고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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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탄소흡수원 확충ㆍ강화 전략으로 국내 도입  

 탄소중립(Net-zero)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

기 위한 수단 (정부) 

 기후위기 시대, 자연보전 분야의 정책적 주류화 수단 

(환경부, NGO) 

 임업의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분 쌓기 수단 

(산림청, 임업단체)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한 상쇄·회피 수단 (기업) 

     : 탄소중립 해법 중 자연이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 

     기업이 자연관련 재무공시 제도화 추진(세계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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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해법만으로 탄소중립 한계로 NbS 도입?   

<실제 기술적 해법으로 반영된 온실가스 흡수 계획> 

 2030년 상향된 NDC에서,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1,030만톤 반영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 A안 5,510만톤, B안 8,460만톤 흡수 

*출처: 환경부(2021),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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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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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Net-zero) 프레임: 탄소흡수량에 매몰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흡수원을 
이용하여 만회하겠다는 접근은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추게 된다. 
 

탄소중립 전략은 탄소흡수원의 흡수 효율성에만 몰두하고 
있다. 관리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탄소배출
량과 흡수량을 산정하는 IPCC의 계산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산림경영(벌채-조림, 숲가꾸기) 등 인위적인 관리에 과도하
게 의존하며, 실제 보호지역의 산림도 흡수량 산정에 포함 

 
온실가스 감축ㆍ적응 전략의 기대효과를 탄소흡수량으로

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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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량 기대효과만 산출하는 환경부 자연기반해법 

 
 
 

 육상해양 보호: 86.4만톤 

 숲의 흡수능력 강화: 2,080.8만톤 

   (산림청 계획 그대로 반영) 

 

 육상보호지역 지정 30% 목표가 

탄소흡수량 측면에서 기대치가  

너무 낮아 정책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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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되는 자연에 대한 보호대책 미흡 

 
 
 

 5년간 여의도 165개 산림 손실 

   : 480㎢, 매년 평균 96 ㎢ 손실 

     (출처: 2020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대책) 산림전용 원인을 면밀

하게 분석하여 산지전용 타당성 평

가 강화 등 개선대책 마련 

 

 2012~2020년 농경지 1,650 ㎢ 손실  

  : 논 1,420 ㎢  (매년 평균 178 ㎢ ) 손실  

 

 1987~1998년 갯벌 810 ㎢ 손실 

  : 2008~2018년 갯벌 7 ㎢ 손실   

    (중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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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삼림벌채 중단 합의했지만.. 각종 개발계획 추진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

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 

산림청 "목재수확 및 벌채를 중지하

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벌채 후 다시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산림자원의 감소'(forest loss)는 발

생하지 않는다.” 

 매년 손실되는 산림 방지 대책 부족  

 택지, 도로, 공장, 공항 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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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NbS 세미나, 주한영국대사의 축사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 달성에 있

어서 필수 

 산림 조림으로 막대한 탄소 배출량

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 

 산림파괴 등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접근법은 탄소중립에 효과 없다 

 인간의 자연 파괴에 대해 경제적 영

향을 제대로 산정해야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10년 이내에 생물다양성 손실 진행

을 역전시켜야 

사이먼 스미스  



27 

신규조림, 재조림 등 나무심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 

<본챌린지 Bonn Challenge> 

-2030년까지 3억5천ha 산림복원 

-사바나, 초지, 습지에도 조림 

-43%는 단일수종 상업적 식재 논란 

<세계경제포럼의 1조 그루 나무심기 Trillion Trees Initiative> 
  - 1조 그루 나무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33%를 상쇄한다는 (과도한) 가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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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심고, 무자비하게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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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완화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비판  

 낙관적이고 과도한 기대에  의존하여 탈탄소 사회 전환 노력 미흡 

 - 기업과 정부의 책임회피 면죄부 부여, 미화된 나무심기, 양의 탈을 쓴 늑대 

 대규모 복원사업 및 신규조성 사업에 의존 

  - 생태계 보호(Protect) 정책 실종, 잔존 생태계의 보호와 연결의 중요성 간과 

   - 탄소흡수율 및 탄소흡수원에만 초점, 탄소저장고 외면 

 잘못된 방식의 나무심기로 생물다양성 훼손, 생태계서비스와 상충문제 발생 

 - 기존에 산림지가 아닌 초지, 습지, 사바나 등 자연적 오픈스페이스에 식재,  

    상업적 단일종 식재, 외래종 식재, 바이오에너지 탄소저장(BECCS)   

 - 생물서식처 교란 및 훼손, 생태계의 다기능성 훼손, 홍수 및 가뭄 유발 

 - 영급이 높은 산림, 이탄지의 토양훼손으로 오히려 탄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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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도입한 ‘자연기반해법’ 연막 (벌채-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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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산림은 매우 강력한 탄소저장고 

 
 
 

국립공원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약 3억5,000만 이산화탄소톤 

   (토양권 포함) 

   : 국내 산림 전체 탄소저장량의 약 18% 

   : 국립공원 산림은 국내 산림면적의 6%에 불과 

 

국립공원 산림 1㏊에 저장된 탄소는 910 이산화탄소톤으로  

   국내 산림 평균(470 이산화탄소톤) 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 

* 출처: 국립공원연구원(2021) 국립공원 생태계부문 탄소저장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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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력이 아닌 과도한 국외감축에 의존 
REDD+: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 탄소 배출 감축 

COP26, 파리기후협정 세부이행규칙 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 합의  

   : 선진국가 개도국 양국의 합의에 의해 감축량 산정(이중계산 방지) 

산림훼손, 토지강탈, 노동착취, 원주민 공동체 붕괴 

‘기후불의와 환경제국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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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양의 탈을 쓴 늑대_ 지구의벗 (2021. 10) 

FOEI POSITION PAPER 

1. NBS는 무엇이며 왜 지금 홍보되고 있습니까? 

2. NBS를 이끄는 기원과 관심 

  2.1 나무, 나무들....더 많은 단일 재배농장  

  2.2 금융 이익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NBS 

  2.3 기업 상쇄 솔루션으로서의 NBS 

  2.4 NBS와 자연의 재정화 

3. NBS는 토지 및 영토 수탈로 이어진다 

4. NBS는 배출원을 처리하거나 생물다양성 

    손실의 동인을 막는 조치를 방지한다 

5. NBS는 산업 농업을 정당화하고 농생태학을  

    공동 채택한다 

6. NBS는 민중의 주권과 권리를 훼손한다 

7. 시스템 변경을 위한 실제 솔루션 

NBS는 탄소와 자연 신식민주의, 신뢰할 수 없는 시장메커니즘과 

기업의 그린워싱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  

NBS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고  

자연을 "해결책"으로 도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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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 돈벌이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우려 
물관리 ‘자연기반해법’ LID(저영향개발)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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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에서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   

 생명은 탄소인가? 

 생명(살아있음)을 다루지 않는 탄소셈법은 온당한가? 

 자연(탄소, 물, 생명)에 값을 매기고 거래해도 되는 것인가?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자연의 권리는 보장하고 있는가?  

 야생생물이 사라진 자연을 상상해보았나? 



36 출처: Sacco et al.(2020) 

1. NbS는 화석연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며, 경제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급한 행동을 늦춰서는 안 된다. 
 

2. NbS는 육상과 해상의 폭넓은 범위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해야 
한다. 
 

3. NbS는 토착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동의를 가지고 이행되어야 하
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4. NbS는 생물다양성, 즉, 유전자 수준에서 생태계 수준까지 생명체의  
     다양성을 유지, 지원, 향상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자연기반해법의 가이드라인(www.nbsguideline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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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cco et al.(2020) 



38 

자연기반해법의 전망 

 

탄소중립 전략의 야심찬 계획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린워싱)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생물다양성 보호)  

or 



39 

뭇생명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연기반해법’은  

 

탄소중립으로 위장된  

탐욕의 ‘자연착취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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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제안 

1. 자연을 기후위기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자연의 (회복)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자연기반의 순손실중단(No Net Loss)을 위한 총량제를 운영하고 보호정책

을 강화해야 한다. 
 

3. 자연기반해법의 사업이 새로운 돈벌이 사업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신규 

탄소흡수원 확대와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자연기반해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때 만 효과적이며, 다른 

부문에서 완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  
 

5.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의 도구화에 매몰되지 말고, ‘NDC’를 넘어서 자연기반

의 탈탄소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