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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기후변화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인위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은 중요한 대응 정책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정책 수립에 좋은 사례에 해당하는 독일의 토지이용 및 산림(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LULUCF) 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LULUCF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의 LULUCF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 부문에 편향되어 있다.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 환경정책과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LULUCF 정책은 농업정책, 환경정책 
및 타 분야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온실가스, 습지

Abstract

Global climate change can be solved onl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Climate change can be caused by natural 
and anthropogenic causes. An important policy responding on the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emission of climate 
change-affecting substances caused by anthropogenic caus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s LULUCF(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 policy by comparing Germany's LULUCF policy, which 
is considered as a good case for establishing the EU's greenhouse gas reduction response policy. Germany's LULUCF 
policy concerns with various sectors for synergy effects, while Korea's LULUCF policy is biased towards the forest 
sector. Although Korea's LULUCF policy focuses on forests, basic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 linkage with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is low. Therefore, Korea's LULUCF policy needs more expansion into many different 
sectors such as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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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기후변화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

이 촉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적 협력이 시급하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

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2018년 ‘1.5℃ 특별보고서’를 통하여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온도상승이 1.5℃ 이내로 유지되는 경우 약 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1.5℃는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상승 온도 2℃보

다 강화된 기준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만 성

취가 가능한 목표이다(IPCC, 2018).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

연재해와 관련하여 2020년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UNDRR)은 전 세

계의 자연재해 건수가 지난 20년간 1980~1999년 대비 약 

75%(3,163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6만 명이 사망하

고 총 40억이 넘는 인구가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불볕더위, 폭우, 홍수 및 태풍과 대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재산피해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 2020). 무엇보다 국내 평균 지표 

온도를 살펴보면 1912에서 2017년 사이 1.8℃가 증가하여 같

은 시기 0.85℃ 상승한 전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를 훨씬 웃도

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러한 추세가 21세

기 후반까지 지속되어 앞으로도 한국의 지표 온도 상승률이 

지구 평균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NIMS, 

2018). 이처럼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 정책은 연구 부족과 협

력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 미흡, 각 리스크에 적합한 단기·

중장기 대책의 발굴 부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부족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RE, 2020). 무엇보다 현재 국내 

LULUCF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Yu et al. (2015)과 Yim et 

al. (2020), Park et al. (2018)과 같이 위성영상이나 공간정보

를 활용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토지이용 매트릭스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Jung et al. (2020)의 경우 한국의 

LULUCF 연구가 기술적인 부분에 편중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통계구축과 관련된 국내외 추진체계와 제도를 비교

하여 국내 온실가스의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량을 산

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LULUCF 부문의 온실가스 흡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 및 관련 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당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는 기존의 온실감축 목표 26.3%보다 약 14%가 상향된 것으

로 LULUCF 부문의 목표량은 22.1백만톤에서 26.7백만톤으로 

증가한 상황이다(2050CNC, 2021). 이에 본 연구는 국내 

LULUCF 부문의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먼저, 독일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반적인 발전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독일 LULUCF 부문의 정책 

및 법적 지원, 그리고 수립된 정책의 추진현황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악한 독일 LULUCF 정책의 특징을 

한국의 현황에 비춰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

간적 범위는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량의 증감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1990년 이후이며, 문헌 자료는 논문과 독일 정부

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보고서 및 법률개정 사항, LULUCF 관

련 연구소의 문헌과 인터넷 정보를 분석하였다.

2. 독일 LULUCF 부문의 정책 발전과정과 

추진현황

2.1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발전과정

독일의 기후학자 헤르만 플론은 1941년 기후변화로 인하여 

초래될 위험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

로써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던 국제사회에 첫 경고를 보냈다(UBA, 2021b). 이후 독일 물

리학회를 중심으로 산업화와 인구증가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위험성이 강조되며 독일의 주요 언론사와 학자들이 기후변화

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일 연방의

회는 1987년 지구 대기권 보호 대책을 위한 연방하원 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구상하도록 하였다(Ell 

and Westram, 2021).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독일

은 2007년 ‘에너지 및 기후 통합프로그램(Integrierte Energie- 

und Klimaprogramm)’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첫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

지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및 전력망 확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성장 촉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규정의 개정 방향 제시와 더불어 다양한 정부 부

서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BMU

V, 2007). 

독일 정부가 에너지 부문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독일 연

방정부 내각의 ‘기후보호 실천프로그램 2020(Aktionsprogramm 

Klimaschutz 2020)’의결 이후로 볼 수 있다. 독일연방 내각은 

정부가 2020까지 목표한 1990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 62~82 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실천방안 110여 개를 제시하였다(BMUV, 2014). 

이를 바탕으로 2016년 독일 정부는 2030년과 2040년까지 온

실가스 감축량을 1990년 대비 각각 55%와 70%로 상향조정

하고 2050년 내 탄소중립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후보호계

획 2050(Klimaschutzplan 2050)’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독일 

정부는 기후보호계획 2050을 통하여 기존의 기후보호 실천프

로그램 2020을 보완하고 더불어 파리협정에서 체결된 사항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영하였다

(BMUV, 2016). 

현재 독일의 기후정책은 2019년 연방 내각이 수립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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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을 중심으

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보호계획 2050이 제시

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5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같은 해 ‘독일연방 기후보호

법(Bundes-Klimaschutzgesetz:KSG)’을 공포하여 기후보호프

로그램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전략 중 개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방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에 대하

여 탄소 요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BReg, 2019). 이

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 개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

려는 것으로 친환경 난방 및 소형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세금을 낮춰 주거나 환급해주는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Albrec

ht, 2020). 이 밖에도 독일은 2020년 독일 환경, 자연보호, 원

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방부처(Bundesministerin 

für Umwelt, Naturschutz, nukleare Sicherheit und Verbrauc

herschutz:BMUV)를 통하여 유럽연합 이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을 50%에서 55%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더 나아가 2020

년 수립된 유럽 기후변화 대응 정책 ‘유럽 그린딜(A European 

Green Deal)에도 적용되도록 영향을 미쳤다(EC, 2020). 이렇듯 

독일은 기존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및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기

후 관련 전략 및 법률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

후협약 국가 중 가장 먼저 유엔에 NDC를 제출하는 등 현재 유

럽의 기후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BMUV, 2016).

2.2 독일 LULUCF 부문의 전략 및 정책

2.2.1 유럽 LULUCF 정책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은 유럽 의회가 2013년 5월 결의한 유

럽규칙 529/2013(Verordnung (EU) Nr. 525/2013) 제10조에 

따라 LULUCF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특히, 유럽 

의회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벌채 구

역, 재조림, 조림 및 산림관리 구역의 토지이용 등 LULUCF 

대상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목축 경영 및 농업관리 

부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EU, 2013a). 이후 개정된 ‘유

럽규칙 2018/841(Verordnung(EU) 2018/841)’에서는 유럽연

합 협약국들이 LULUCF 항목의 명칭 변경 및 관련 정책을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더불어 LULUCF 영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은 같은 영역의 감축량을 넘어설 수 없다는 ‘No-Debit-Rule’ 

규율을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였다

(Albrecht, 2020). 또한, 유럽연합은 목재의 사용 증가를 통하

여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LULUCF 부문에 목제품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EU, 2019). 이후 유럽 의회는 ‘시행령 

2020/1208(Durchführungsverordnung (EU) 2020/1208 Der 

Kommission)’을 통하여 인벤토리 작성법, 즉 LULUCF 부문

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의 범위 및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LULUCF 현황

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였다(EU, 2020). 

2.2.2 독일의 LULUCF 정책 

독일연방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BMUV)와 독일연방 식품·농업소비자

보호부(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BMEL),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UBA)은 2014년 7월부터 

5개월간 LULUCF 전문가 협의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015

년 독일 LULUCF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연구보고서 ‘LULUCF 

실행을 위한 정보(Informationen über LULUCF-Aktionen)’

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정주지를 

LULUCF의 대상지로 채택하였으며, 벌목된 나무를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산림 구역, 목초지나 조림과 같이 토지이용에 

변화가 없는 지역도 탄소저장량의 변화 조사 대상지에 포함하

였다. 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지·산림경영과 나무제품의 

사용 확대를 통한 목재 사용의 증대방안 마련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다(TI, 2015). 이후 목제 관련 정책은 기후보호실행 

프로그램 2020에 반영되어 장기녹지로 지정된 지역을 용도 변

경하여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과 습지 보전을 통한 

CO2 감축 전략과 함께 LULUCF 부문의 세 가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EIONET, 2017). 더 나아가 독일 정부

는 기후보호실행 프로그램 2020을 실행한 지 4년이 되는 해 

LULUCF 관련 정책추진현황을 분석한 ‘LULUCF 실행을 위한 

정보 보고서(Fortschrittsbericht mit Informationen über 

LULUCF-Aktionen)’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정책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로는 LULUCF 부문에 목제품 사용을 조사 항목

으로 확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및 흡수량을 산정한 것과 유

기토양 지도 및 이탄과 관련된 통계를 개선하고 무기성 토양

에 대한 정보 및 습지 매몰로 인한 유기성 토양의 메탄 발생량

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 것을 꼽을 수 있다(TI, 2017).

Fig. 1에서 나타나듯 LULUCF 부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가운데 목제품(Harvested Wood Products:HWP)의 사용은 

산림과 더불어 CO2의 흡수량 증가에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UBA, 2020). 이와 관련하여 Rüter(2011)는 지속 가능한 산

림경영을 바탕으로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재료를 목재로 대체

하는 경우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54.6백만 톤에서 

67.8백만 톤가량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제품 사용 증

가 및 산림의 잠재력 개발은 2016년 기후보호계획 2050을 통

하여 다시 한번 LULUCF 관련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독일 기

후정책의 주요 주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BMUV, 

2016).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는 기후보호실행프로그램 2020

를 통하여 장기녹지의 지정 및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의 기반

을 형성하고 이후 기후보호계획 2050에 이탄 사용의 감축을 

통한 장기녹지 지정 및 습지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강화하였다(BMUV, 2014; BMUV, 2016). 독일

의 경우 농지, 초지, 주거지 및 도로 등으로 용도 변경된 습지

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이 연간 약 51백만 톤, 즉, 독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습지 보전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Abel et al., 

2019). 이 외에도 농경지 내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원이

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땅으로 최소 5년 이상 경작되지 않은 

토지를 장기녹지로 지정함으로써 2030년까지 약 1.6백만 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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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를 감축한다는 계획과 주거와 도로 용지로 개발되는 독일 

전역의 토지 면적을 2019년 기준 평균 58ha에서 2030년까지 

30ha 이하로 제한하여 64만 톤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EIONET, 2017).

이렇듯 현재 독일은 LULUCF 부문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온

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2030년 및 2050년을 대상으

로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성공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을 개발 및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련 

지원 법규로는 유럽규정과 독일연방의 기후보호법이 있으며, 

특히 독일연방 기후보호법은 LULUCF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유럽규정에 따라 유럽 국제 보고서는 2년마다, 독일 내 기후 보

호 구상방안은 독일연방 기후보호법에 따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각 보고서에는 LULUCF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산정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BMJ, 2019). 

2030년까지 독일의 기후정책의 지침서가 될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에는 Fig. 2에서처럼 목재 사용, 습지 및 이탄지 보호, 장기

녹지 확보가 LULUCF 부문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더 나아가 독일환경청은 기존에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비교한 연구 결과 LULUCF 부문과 

국제 항공 및 선박 운항 등 기타부문의 정책을 기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조화시키는 것을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의 주요 전략으

로 꼽았다. 이는 다양한 부문의 정책을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2030

년까지 1990년 대비 약 51.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UBA, 2020).

2.2.3 독일 주요 LULUCF 정책 추진현황

2.2.3.1 목재 사용 정책 추진현황

독일 정부는 2002년 목재 사용 증가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운영, 기후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산림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밝히

고 논의 끝에 2004년 목재 선언(Charta für Holz)을 발표하였다. 

목재 선언은 ‘신재생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Source: UBA, 2020

Fig. 1. Time seri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 in the LULUCF sector since 1990.

 

                        Source: Own representation based on BReg, 2019.

Fig. 2. Strategies for LULUCF of the Climate Action Programme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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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euerbarer Energie)’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정부와 연방이 합의

한 ‘농경지와 해변 보호를 위한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BVL, 2004). 이 선

언의 주요 목표는 10년 이내 국민 1인당 목재의 사용 비율을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보다 짧은 기간 내에 목적이 달성

됨으로써 2007년 임업 및 목재산업의 시장침체를 이겨내는 계

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목재 사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목재거

래법의 강화에 영향을 미쳐 2017년에는 목재의 원산지 검사 및 

산림관리와 생산과정의 합법성에 대한 관리가 2013년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BMEL, 2018). 이후 2017년 독일 연방은 기후

보호계획 2050년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목재 사용을 실현하

기 위하여 보완한 목재 2.0 선언(Charta für Holz 2.0)’을 발표

하였다. 목재 2.0 선언은 기후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실행을 위하여 시민

교육 및 참여,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계획추진, 그리고 홍보 및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치가, 행정기관, 시

민,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BMEL, 2018). 정책 추진 대상은 목조 건물 조성, 바이오매스

로서 목재의 잠재력, 재료 및 에너지 효율 증대, 산림 및 목재 

자원, 산림과 목재의 산업클러스터, 산림과 목재의 일상화, 즉 

6개 분야로 연구 결과 연간 약 126 백만 톤의 CO2가 감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BMEL, 2016: BMEL, 2018). 실제로 목재 

2.0 선언의 추진상황을 분석한 튀넨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산림과 목재 건축물을 통하여 감축한 CO2양은 대략 64만 톤가

량이며, 2018년 목재 건축물의 신축률은 2000년 대비 주택은 

17.6%, 비주택은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6

년 재사용 된 목재는 6.6백만 톤으로 그 가운데 68.6%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산림과 목재 관련 산업클러스터를 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는 약 570억 유로로 보고되었다(FNR, 2019). 

무엇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목조 건물 건축 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12만 톤의 CO2 감량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Hafner et al., 2017). Fig. 3은 2011년 독일 바이에른주

의 도시 갈미쉬 팔텐키르헨에 세워진 세무서로써 목조건축의 

연구를 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70t가량

의 나무로 건축된 이 세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920톤가량의 

CO2를 흡수하고 일반 건축자재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970t의 

CO2 배출을 감소시켰다. 더 나아가 세무서 건축에 쓰인 목재를 

추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약 600톤가량

의 CO2를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MEL, 2018). 이처

럼 목조건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유

도하고자 독일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2012년부터 독일

연방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Fig. 4는 2020년 당선작으로 슈

투트가르트 대학교 건축과는 컴퓨터와 로봇 기술 연구를 통하

여 열흘 간 두 명의 인원으로 실외 공연장을 건축하였다. 이는 

융합의 의미뿐 아니라 쉽고 안전하게 목조 건물을 지을 수 있음

을 증명한 사례로 퍼즐 조각처럼 구성되어 분리 또한 쉽도록 

제작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혁신적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BMEL, 2021a).

Source: BSH, 2010

Fig. 3. Tax office Garmisch-Partenkirchen.

Source: ICD, 2019

 Fig. 4. BUGA Wood Pavilion.

이 밖에도 현재 목재 2.0 선언과 관련하여 건축 부문뿐 아니

라 나무를 주재료로 하는 화장품과 목재 리그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전지 개발, 캐스케이드 관련 연구의 목적으로 재활용 

목제품을 이용한 CO2 제로 건축용 접착제 및 에너지 자원으

로의 이용방안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MEL, 

2021b). 무엇보다 수확된 목재의 경우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

용하는 것보다 먼저 내구성이 있는 목제품으로 제조하여 사용

한 후 단계별 재활용, 즉 캐스케이드를 통하여 에너지 원료 사

용하여야 기후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Fehrenbach et al, 

2017). 이러한 이유로 독일연방 환경청은 재활용된 목재를 에

너지 원료로 개발하는 연구과 캐스케이드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계획을 밝혔다(UBA, 2021a).

2.2.3.2 습지 보존 정책 추진현황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LULUCF 부문 가운데 습지 부문

에서만 약 5백만 톤의 CO2를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습

지는 생물다양성과 수질정화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자연과 정

주지의 역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산화탄소를 흡

수하여 기후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BMUV, 2020). 현

재 독일의 습지는 영토의 4.2%, 약 1.3백만 헥타르로 약 2.4백

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NABU, 

2012). 지표면에서 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3%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일 년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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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억 톤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습지 내 이탄지는 지

구상의 3분의 1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

는 숲의 바이오메스가 흡수하는 양보다 약 두 배가량 많은 수

치이다(IMCG, 2008). 그러나 매립이나 간척을 통하여 습지가 

파괴되는 경우 수위가 10cm씩 줄어들 때마다 헥타르 당 약 5

톤가량의 CO2를 발생시켜 온실가스 흡수원에서 심각한 배출

원으로 변하게 된다. 독일 내 습지 총면적 18.250km2 가운데 

15,000km2, 즉 90%의 습지가 농경지, 목초지, 이탄채굴 용지, 

그리고 주거지 및 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매립된 것을 고려하

면, 습지 복원 정책이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게 될 영향

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GM, 2019).

LULUCF 실행을 위한 정보 보고서 습지 공간의 확보만으로도 

매해 헥타르당 2.5 톤의 CO2 감량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대응 

전략으로써 습지 지역의 농지화 최소와 매립된 지역의 재습지화

를 목표하였다(UBA, 2015). 이 목표가 처음 언급된 것은 기후보

호실행 프로그램 2020으로 이후 기후보호계획 2050을 통하여 

LULUCF 관련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습지보호 관련 정부

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것은 기후보

호프로그램 2030으로 여기에는 습지 및 이탄지 보호를 위한 새

로운 기법개발과 유럽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과의 연계, 이탄의 대체 에너지 연구 및 시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그리고 연구 및 정책 개발에

Source: KZ, 2015.

Fig. 5. Project for kids to learn about wetland.

Source: Stache, 2015

Fig. 6. Youth initiative for Wetland conservation.

대한 투자가 포함되었다(BReg, 2019). 2020년 독일환경청은 기

후보호프로그램 2030에서 제시한 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2030년까지 LULUCF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7t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UBA, 2020).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습지 연구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

와 연방주는 특별히 습지보호와 습지의 물관리, 그리고 습지 

농사의 가능성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BMUV, 2016). 그러나 습지와 관련된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유럽 차원의 경제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독일의 습지보호 관련된 대부분의 시범 사업은 ‘농

업용지의 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EAFRD)’과 ‘지역개발을 위한 유

럽 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ERDF)’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유럽 농업기금(EAFRD)의 

투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유럽과 독일의 농업

방식이 습지식물을 이용한 습지 개발과 습식농업 방향으로 발

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MUV, 2016; 

Nitsch and Schramek, 2020). 또한, 습식농업 도입의 중요성 

및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련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독일 북

부의 포어포메른(Vorpommern) 지역의 대상지에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습식농업과 습지식물을 통한 관리가 습지의 지속 

가능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osten, 2013). 

이와 더불어 연방주는 지속 가능한 습지 보전 방안의 마련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학교 등 교육기관과 독일 자연보호 재단

(Naturschutzbund Deutschland e.V.:NABU)을 연계를 하여 

습지 보존 계획 및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Fig. 5와 Fig. 6에서

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태교육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을 볼 수 있다(KZ, 2015; Stache, 2015).

2.2.3.3 장기녹지 확보 정책 추진현황

장기녹지의 역할은 부식토를 형성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하

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2018년 추정 유럽연합 내 장

기녹지가 저장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대략 4.3 백만 톤으

로 나타났다(Scheffler and Wiegmann, 2020). 더불어 장기녹지

가 헥타르당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약 64톤CO2eq로 

알려졌다(TI, 2019). 유럽의 장기녹지 확보 정책은 유럽규정

1306/2013 (Regulation(EU) No 1306/2013)이 명시하고 있는 

CC 규정(Cross-Compliance)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자연보호, 기후변화 대응, 동물

보호, 농지의 토양 친환 경화 등을 고려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EU, 2013b). CC 규정은 2003년 유럽규

정1782/2003 (Regulation (EU) No 1782/2003)을 통하여 도입

되었으나, 실제로 그 의무가 강화된 것은 유럽연합이 기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공동농업정책(CAP)을 개혁한 2013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공동농업정책의 핵심 지원정책인 직불제

도(Direct payments)와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s)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 경제적 지원의 조건으로 지속적이며 친환경적인 농지 이용 

및 농법을 도입하도록 정책을 개혁하였다(EU, 2003;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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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유럽 의회는 농업 종사자가 직불

제도의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C 규정을 구성하고 있

는 두 가지 항목, 즉 ‘농업경영관리 기본요구사항(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SMRs)’과 ‘건강한 농업적·생태적 

농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Standards for 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of land:GAEC)’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더 나아가 농지 부문 

내 최대 장기녹지 확보 및 농지 면적의 최소 5% 이상을 친환경적

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작법을 도입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녹화(Greening)’ 정책을 의무조항으로 추가하였다(EU, 

2019; BT, 2020). 독일 정부는 2014에서 2015년 사이 개혁된 공

동농업정책을 국내 농업정책에 적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기타

보호의무규정(Einhaltung anderweitiger Verpflichtungen)’이라

는 용어를 CC 규정으로 변경하여 유럽연방과 정책의 명칭을 통

일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직불정책의 틀을 기본수당, 녹화, 

청년 농업인 지원, 소농 지원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녹화 

항목의 일부로 장기녹지의 확보를 채택하여 직불정책의 지원항

목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환경친화적 농지개발과 관련

하여 CC 규정의 GAEC 항목이 제시하고 있는 7개 항목을 농업

정책에 도입하였으며 이 중 장기녹지는 최소한의 토지피복 요구

(GAEC 4) 항목과 토양 내 유기물 확보(GAEC 6) 항목의 하나로 

추진되었다(EU, 2013a; BMEL, 2015). 그러나 2018년 유럽 의

회와 유럽 이사회가 유럽규정1306/2013을 개정한 이후 농지 내 

장기녹지 확보는 GAEC의 첫 번째 항목으로 채택되었다(EU, 

2021). 이는 공동농업정책 내 환경 및 기후 보호 방안의 강화를 

위하여 공동농업정책(CAP)의 두 축을 구성하고 있는 CC 규정

과 녹화정책을 연계하여 구축한 ‘강화 조항(Enhanced 

conditionality)’의 하나로 기존 정책을 발전시켜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전략을 수립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새롭

게 추가된 GAEC 2항목 ‘습지와 이탄지의 보호’와 기존 GAEC 

6항목에서 GAEC 3항목으로 변경된 ‘논·밭 소각 금지’ 조항은 

농업인의 기후 보호 의무 및 농지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제하고 있다(EU, 2019; BMEL, 2021c). 

이와 반대로 개정된 공동농업정책은 기존의 복잡한 녹화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생태계획(Eco-schemes)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인에게는 정책에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생태계획과 관련하여 유럽의 각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보호에 기여할 농업정책 및 그에 합당한 투자 예산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나, 농업인은 국가의 생태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EU, 2019). 

독일은 이러한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내용을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통하여 국가정책으로 반영하고 세부 실행전략 가운데 

질소 비료 사용과 경작을 최소화하는 조치 및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의 녹지 활용이 결국 장기녹지 확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며 기존 장기녹지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평가하였다(BReg, 2019). 더 나아가 독일 지역에 적절한 생태계

획 지원 조건으로 최소한 다섯 개 이상의 작물 섞어짓기, 농경지 

내 녹지확보, 휴경지에 여러 종류의 야생화 등 다양한 식물 심기, 

농경지 내 나무 심기 등을 내세웠다(TI, 2021). 

 현재 독일은 2030까지 대략 1천 9백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일 수 있는 규모의 장기녹지, 즉 2019년 대비 약 3십만 

헥타르 증가한 5백만 헥타르의 장기녹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

다(TI, 2019: BMEL, 2021c). 물론 Fig. 7에서처럼 독일의 장

기녹지 면적은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약 5.3ha에서 약 4.7

백만 헥타르로 약 11%가 감소하였으나, 1991년과 2013년 사

이 지속해서 감소하던 장기녹지 면적이 2013년 이후 소폭 증

가하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이 공동농업정책

(CAP)을 적용하면서 장기녹지의 면적을 2012년을 기준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목표를 세우고 녹화전략을 직불정책의 지원 

조건으로 규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UBA, 2021b). 

                    Source: UBA, 2021b.

Fig. 7. Total area of permanent grassland and proportion of permanent grassland in utilized agricultur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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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LULUCF 정책 현황

국내에서 LULUCF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에 따라 LULUCF를 산림과 농지, 초지와 습지, 그리

고 주거지 및 그 밖의 범주로 구분되며, 범주별 토지이용변화 

및 인위적 활동을 통하여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출

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 및 방식과 규칙으로 해석하고 있다

(KLT, 2012).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내의 기후정

책을 다루고 있는 계획으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탄소흡수

원 증진 종합계획’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 대표적

이다. 국내 기후정책을 바탕으로 앞서 밝힌 독일 대표적 

LULUCF 정책인 목재 사용, 습지 보존, 장기녹지와 관련하여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국내 목재사용 정책 현황

목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2020년 수립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LULUCF 관련 부문을 ‘탄소흡수원’으로 분

류하고 산림경영 및 목재제품 이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2016년 산림청이 ‘2030 산림탄소 경영전략’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재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종합

계획에 포함한 것과 더불어 국내 산림의 노령화가 진행되어 CO2 

흡수능력이 2013년 대비 53%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은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3년까지 5년 

중장기전략을 담은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또한 국산 

목재의 사용을 탄소 저장량 증가를 위한 연구 및 산림의 탄소 

흡수 및 저장, 그리고 감축 기능의 증진을 목표하였다(KFS, 

2016). 이 목표는 산림청이 2021년 수립한 ‘2050 산림부문 탄소

중립 전략(안)’에 벌기령을 낮추고 30년 동안 30억 그루의 나무

를 심어 2050년까지 탄소 3,400만톤을 흡수하겠다는 정책으로 

발전되었다(MCSTRK, 2021a). 그러나 이 계획은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30년생 이상의 나무를 대규모로 벌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 및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비판받았다. 이에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

는 대신 산림을 지속 가능한 순환경영과 도시숲과 같은 신규조림

을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더불어 공공기관을 중심으

로 국산 목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MCSTRK, 2021b).

3.2 국내 습지 관련 정책 현황

2018년 기준 국내 등록된 연안습지의 총면적은 2,487.2㎢이

며 내륙습지는 총 2,499개소로 그 면적은 734.6㎢이다(ME, 

2018). 이 중 습지 개선지역 및 주변 관리지역을 포함한 습지

보호구역은 46개 지역으로 총면적은 1,558.129㎢이며 습지보

호지역 가운데 23개 지역 196.160㎢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

어 있다(ME, 2020b). 습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가운데 산림 이외에 추가적인 흡수원으로 연안

습지를 제시하고 특히, 블루카본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손실된 국내 갯벌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내륙습지 보호의 중요성 및 전략은 제시되

지 않았다(ME, 2020a). 이는 내륙습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Kim at al.(2013)은 2007년 수립된 제1차 습지보전기

본계획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습지 기초자료 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습지 보전을 위한 관리정

책의 미흡하며 습지의 활용을 위한 정책의 부족과 습지 활용

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평

가하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제2차 계획이 추진되는 2013~2017

년 사이 전국 내륙습지 약 873개소가 추가로 발굴되었다. 더

불어 국가 습지정보현황 DB 또한 구축되었다. 그러나 습지 정

보 현황 DB의 경우 습지 관련 일반현황 중심의 정보에 머물렀

으며 습지조사 과정에 최신기술의 도입과 시민의 참여가 부족

하여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드러났다(ME, 

2018). 또한, 2018년에 수립된 제3차 습지기본계획의 경우 기

존의 습지보호계획과는 달리 습지가 기후변화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습지의 온실가스 흡수능력

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지 않다. 무엇보

다 환경부에 따르면 1989~2009년 사이 국내 습지의 면적이 

61%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2018년 사이 2,499곳의 

내륙습지 중 1,408곳의 습지를 조사한 결과 경작지와 도로 등

의 용도로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의 면적이 감소하는 

등 습지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ME, 2015; 

MCSTRK,2019). 이처럼 내륙습지의 면적 및 개소가 감소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는 2017년에 공개된 정보에 머물러 있어 내륙습지와 관련된 

국내 현황은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3.3 국내 공익직불제 정책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독일의 장기녹지 확보 전략 가운데 공동농

업정책(CAP)과 유사한 개념의 농업정책인 공익직불제가 시행

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9가지 직불제를 6가지로 간

소화하여 2020년 5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 기본형과 친환경농업 및 축산직불제, 경관

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를 포함한 선택형으로 나뉜다. 공익

직불제의 지원을 받는 모든 농업인은 환경과 생태, 공동체와 

먹거리 안전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MIFAFF, 2020). 특히, 환경 분야 항목은 화학

비료와 가축분뇨의 사용기준 준수와 더불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천수·지하수 이용기준의 준수를 명시하여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MIFAFF, 2021). 이처럼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복잡한 신청과정을 단순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불어 기존에 추진하던 친환경·경관보전·논

활용직불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

인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개편되었다. 그러나 

농경지가 LULUCF 부문의 주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직

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과의 연

계가 함께 고려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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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LULUCF 정책의 한국에 시사점

독일은 인류 활동으로 야기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

에 관한 선진 연구를 이끌어 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

원의 기후변화 대응 장기정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 Fig. 8

에서 볼 수 있듯 독일은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

여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이전부터 국가 기후정책에 

LULUCF 부문을 포함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LULUCF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

면 독일 LULUCF 정책 및 전략의 발전과정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독일 정부는 LULUCF 정

책이 통일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대

표적인 예로 2016년 독일 정부가 채택한 기후보호계획 2050

은 기존에 LULUCF 정책으로 추진해 오던 습지보호와 장기녹

지 확보 정책을 재도입하고 그와 관련된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목제품 사용 증가를 새로운 LULUCF 

전략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3년 뒤 수립된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발전시켰다. 두 번째, 

2015년 이후 발표되고 있는 LULUCF 보고서는 환경·자연보

호·건설·핵안전부와 독일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그리고 

독일 연방환경청과 튀넨 연구소의 협력하에 작성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자연보호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이끌어 오던 기

관으로 짧은 시간 내 세 가지 LULUCF 주요 정책의 실행방안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추진하던 자연보호 정책을 기

후변화와 연계하여 발전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

련 기관들의 협력은 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학제적 관점에서 LULUCF 부문의 정책 추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 특

징으로 LULUCF의 정책 추진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략을 세운 것을 들 수 있다. 목재 부문의 경우 공공기관 건축

에 목재를 사용하여 목재 활용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

으로 바꾸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품목들을 목재로 대

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목제품 사

용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녹지 확보 부문에

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방향으로 법안 및 정책을 개혁하고 있다. 또한, 습지보호와 

관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답사와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독일이 LULUCF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실

현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탄소흡수원 부문 정책 역시 목재 사용을 증가

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익직불제 또한 개편되

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

립 전략과 산림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

획 모두 탄소흡수원 정책이 산림 분야에 편중된 것을 볼 수 있

다. 게다가 정부가 대표 산림 정책으로 내세운 대규모 벌채 계

획마저 민관협력의 미흡과 더불어 우리나라 산림의 특징에 맞

는 벌령기 관련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아 공감을 얻지 못하였

다. 이는 나무의 나이와 온실가스 감축의 상관관계와 같은 기

초 연구가 산림 부문 정책을 위하여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일상에서 기존 제품을 목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상품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 특히, 목제품 소비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 전략을 통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생태환경

Fig. 8. Germany’s National Climate Policy and LULUCF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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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습지 부문 역시 현재 국내 내륙

습지의 전체 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일관적인 기본정보가 제

공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무분별한 개발로 습지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환경보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 사회 내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며,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습지가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습지의 

형태와 위치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기존 습지와 관련하여 추진된 환경보호 정책을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존 정책의 개

선 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함께 고려되지 않은 사례는 공익

직불제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공익

직불제를 통한 규제를 토대로 녹지를 확보하는 경우 장기녹지

의 비율 증가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20년 개선된 공익직불제는 환경 및 생태 보호 

차원에서의 비료나 물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을 지

원금 지급조건으로 다루고 있을 뿐 기후변화와 연계하는 방안

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독일이 기존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방

안의 연계를 기반으로 실용 가능한 LULUCF 정책을 단기간에 

수립한 것에 비춰 볼 때 국내 LULUCF 정책 역시 기존 정책

과 기후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독일의 전반적인 기후정책 수립과정을 살펴보고 

더불어 LULUCF 정책 및 전략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국

내 LULUCF 정책에 시사점과 향후 정책의 수립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유럽 규정의 규제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전략 수립에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기후 전략과 법률의 취약점을 보완

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으로 선진 기후정책의 틀을 구축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LULUCF 정책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먼저, 독일은 기존에 환경보호 및 농업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이던 목재 사용 증가, 습지보호 및 재

건, 장기녹지 확보 정책을 LULUCF 부문과 연계하여 대표 정

책의 추진 방향 및 세부 전략을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 두 번째로 독일 정부는 LULUCF의 대표 전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목재 사용 증가와 습지보호 및 재건, 그

리고 장기녹지 확보를 LULUCF 부문의 중점목표로 일관성 있

게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대표 

LULUCF 정책에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일

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 및 전략을 수립하며 특히, 습

지 부문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과 기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을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LULUCF 정책 개발 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국내 LULUCF 부문의 정책이 산림 부문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 기반 연구조차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

내에서도 독일의 대표 LULUCF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

로 국내 LULUCF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 결과 먼

저, LULUCF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으로의 정책 확장이 요구된다. 특히, 독일을 주축으로 유

럽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재 사용의 증가, 습지보호 및 재

건과 더불어 농업 관련 전략을 기존에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오

던 환경보호나 농업 관련 정책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 수립 

기간을 단축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럽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계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성을 인

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에 적용 가능

한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생태환경교육을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본연구는 독일과 한국

이 기후변화 대응 기간 및 전략의 차이가 있음에도 독일에서 

추진 중인 LULUCF 정책을 기준으로 한국의 정책을 살펴보았

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선진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LULUCF 정책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

한 한국 LULUCF 정책 개발의 시급성을 밝히고 향후 개발 방

향을 제시하였음에 그 의의를 지닌다. 본연구가 국내 LULUCF 

정책 개발 방향 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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