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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
=
탄소 상쇄로
보이는 이유

• 대규모 자연기반해법을 위해 가용한 자연/토
지는 대부분 남반구에 있으나, 이에 투자하는
자본은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함

• 국가 및 기업이 주장하는 넷제로 정책의 대부
분이 자연을 통해 흡수원을 증가시켜 “네가티
브 배출”을 달성하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넷제로 정책은 토지이용/접근성 및
자원, 생물종다양성의 이용에 대한 비합리적
인 가정을 하고 있으며, 역효과에 대한 우려
도 많음



NbS의 기회비용: 국가 NDC, 탄소중립 정책이 말해
주지 않는 것들

• 예시1: 대한민국 NDC 상향안 (2021년 10월)  
• 국외감축분: 약 8% (3,350만톤)를 해외에서 달성하고, 이 중 절반을 산림복원

및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달성하는 목표
• 만약 이 목표를 전부 REDD+로 달성한다면 (2tCO2/ha 가정), 약 837만 헥타

의 토지가 필요함. 이는 우리나라 총 산림 면적 (630만 헥타)보다 넓음
•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2010-2020년) 발생한 전세계 산림 벌채 면적 (2,200

만 헥타)의 약 40%에 해당

• 예시 2: 산림청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 (2021년 발표)
• 30억 그루 나무심기 정책: 경기도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이 벌채되고, 그 자리

에 재조림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야 실현 가능한 목표임
• 기존의 천연갱신 혼합 수종을 산림청이 정한 속성수/탄소수종 등 단일 수종

으로 대체해야함



Coleman et al., “Limited effects of tree planting on forest canopy cover and rural 
livelihoods in Northern India”, Nature Sustainability Vol. 4, Nov 2021, pp 997–1004

“나무심기” 
프레임에서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



전세계 국가의
78%가 NbS를
NDC 목표에
포함시킴

• 168개국 중 77개
국이 적응과 감축
모두에 포함, 27개
국은 적응만, 27개
국은 감축에만 포
함시킴

출처: Seddon N et al. (2020). Glob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nature-based 
solutions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Global Sustainability 3, e15, 1–12. 
https://doi.org/10.1017/sus.2020.8



NbS가 실제 온실
가스 감축을 달성
하는가?

• 통합평가모델 분석 결과, 
연간 10-12 GtCO2 수준의
배출감축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량
(40 GtCO2/yr)의 약 25%

• 이 중 나무심기를 비롯한
복원을 통해 달성가능한 수
치는 약 20%, 나머지는 보
전 (40%) 및 토지관리
(40%)를 통해 달성 가능

(출처: S. Jenkins et al. Geophys. 
Res. Lett. 45, 2795-2804 (2018)) 

출처: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2021). Nature-based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Nairobi and Gland. 



다스굽타
보고서: 

보전, 복원, 
NbS 활용의

필요성

- 다스굽타 보고서: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분석 결과, 이미 공급 가

능한 양을 초월하여 한계점에 도달함;

현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술로 해

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 생산-소비

패턴의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NbS를 통한 대규모 복원, 보전 활동

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적응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빈곤을

탈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함

- 보전, 복원 활동을 통해 자연 기능을

현재수준으로 유지 또는 향상시킴

(복원보다 보전이 비용효율적임)



시사점 및 제언

1) 1.5도 달성을 위한 NbS의 역할은 자명하나, 국가, 기업의 감축 노력이 희석되지
않도록 NDC 및 탄소중립 목표 중 외부감축 목표를 현실화해야함;

2) 나무심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존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시하고, 다양한
토지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로드맵 마련;

3) 토지이용, 생물종다양성, 선주민 권리에 대한 영향 등 NbS 활동의 기회비용을 사
전에 평가하고, 특히 공적자금을 통한 NbS 사업의 경우 철저한 모니터링 요구; 

4) NbS가 NDC 이행에 활용될 경우,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오도록 투명
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강력한 환경, 기후, 사회적 기준을 국제적으로 합의하도록
압력을 행사;

5) 파리체제 하의 시장메커니즘을 환경, 기후, 사회정의에 맞게 재정비하고, NbS가
기업과 정부의 그린워싱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감시를 강화;

6) 위의 이행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