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보고 P150 | 2011. 11.

기후변화에 대응한

목재수급 정책과제

민 경 택

장 철 수

허 경 태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초빙연구위원



연구 담당

민 경 택

장 철 수

허 경 태

부연구 위원

연 구 위 원

초빙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제4장 집필

제5장 집필



i

머 리 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류발전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자원 고갈과 폐기물의 대량배출 등 환경문제가 인류문명의 지

속가능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탄소배출 저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저탄소 순환형 사회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겠지만 산림관리와 목재이용 확대도 그 하나이

다. 특히 목재는 적절히 관리하면 영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자원

이다. 목재는 그 자체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제조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매

우 낮고 다 쓴 제품의 재이용이 용이하다. 에너지로 이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목재이용 증대를 저탄소 순환형 사회 구

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건물이나 학교를 지을 때 목재의 사용을 장려

하고,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산재의 사용을

증대하는 것은 산으로 수익을 환원하여 농산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저탄소 순환형 사회 구축의 핵심과제로서 목재 이용 확대의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겨지며, 이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져 임업·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진행에 많

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과 현지 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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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재·목제품은 탄소를 저장하며 에너지 집약적인 재료들을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소하면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목재·목제

품의 이용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 조치 등이 우리나라 목재 수급과 목재산업

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업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기후변화는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인데 산림과 임업, 목재산업은 기

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흡수원이

기도 하지만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는 탄소 배출원이 되기도 한다. 이에 산림

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 탄소배출 감축(REDD) 활동이 포스트 교토의

정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산림전용의 원인으로서 불법벌채가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에서

목제품의 탄소계정 포함여부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목제품 이용

촉진 활동도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이용과 건축에서

목재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탄소 사회 구축에서 임업과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목재이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기

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목재의 역할과 장점을 알리고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

여 궁극적으로 목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목재소비는 연간 2,700만 m3 내외에서 추이하고 있는데 목재자급

률은 13.5%에 불과하다. 목재자급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 펄프용재와 보

드류 용재 등 저급재로 이용되고 있다. 목재소비의 정체는 장래 지속가능한 산

림관리의 장애가 될 것이다. 목재공급에서 보면 빈약한 산림자원 구조, 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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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부진과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은 수확비용, 부족한 인프라 등의 문

제점을 안고 있다. 목재가공을 담당하는 목재산업은 수입재 가공위주의 산업

구조이며 영세기업이 많고 목재에 대한 제한적 수요로 기술혁신이 어려운 실

정이다.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임업·목재

산업의 성격과 부합한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목

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는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해 산림

생산성이 저하되고 목재 무역에서 규제가 증가하여 국제 원목가격 상승요인이

된다는 점,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원 경합이 증대한다는 점은 위

협요인이 될 것이다.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목재 이용의 확대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것임을 홍보하여 공공부문이 목재소비에 솔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발맞

추어 친환경 내구성 목제품의 개발과 보급,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목표관리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면 목제

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목재·목제품에 대한 국

민 인식이 전환되면 목재 소비도 크게 진작될 것이다.

한편, 목재산업에 대한 원목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벌기령에 도달한 숲에 대해서는 수확이 용이하도록 벌채규제를

완화하거나 농지를 활용한 단벌기 목재생산림 조성, 미이용 간벌재의 활용 증

대, 해외 산림자원 개발 등으로 목재 공급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목재산업의

시설을 개선하여 가공수율을 높이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목제품에 대한 기술표준의 정비, 다양한 용도의 목제품 개

발, 임목의 생산·수집 시스템 개선, 바이오매스의 다단계 이용 방안 등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목재이용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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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Issues on Wood Demand and Supply to Tackle  Climate 
Change

Wood products have many attributes that make them a smart choice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First, much of the carbon absorbed by growing trees 
is stored in products. Using more wood also means less fossil fuel 
consumption. Wood is endlessly renewable, and life cycle assessment studies 
show that it requires substantially less energy to manufacture than other 
materials such as steel and concrete. Wood buildings can be easily 
deconstructed and reused, which means they can continue to store carbon 
indefinitely. And using wood from sustainably managed forests helps to 
ensure that forests and their carbon storage potential continue to grow, which 
contribute to local community economy. This report focuses on international 
forest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their implications to Korean 
forestry and the forest products sector, and some policy suggestions are made.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re currently hot topics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est is carbon sink but also regarded as carbon 
emitter when it is deforested and degraded.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HWP(Harvested Wood Products) 
are important issues at the post-Kyoto Protocol. Illegal logging is also a major 
issue in the wood products trade. 

Major developed countries adopt wood promotion policies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construct a low-carbon green economy. They promote the 
merits and provide some technical information when using wood. 

In Korea, wood consumption is about 27 million cubic meters per year, 
and self-sufficiency of wood is 13.5%. Domestic wood is used to produce 
pulp and particle boards in large part. Poor forest resource structure, high cost 
in wood harvest, negative perceptions to harvest, and low infrastructur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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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issues in domestic wood supply. 

The Korean government also adopts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policy base. The demand for wood biomass energy is increasing. These are 
opportunities to the wood industry. But high production cost in wood harvest 
and the thin wood consumption culture are weaknesses. We should establish a 
wood promotion strategy to overcome weaknesses and exploit opportunities.

We made some policy suggestions to promote wood use as follows:
1) campaign to increase the utilization and consumption of wood in the public 

side 
2) develop and disseminate durable wood goods, such as engineered wood 
3) adopt carbon labelling to show the carbon sequestration function of wood 

products
4) increase wood supply through utilization of forest residues, short-rotation 

coppice in idle farmland, and international cooperaton
5) establish technical standards to certify the safety of wood products  
6) legislate wood utilization to tackle climate change.

Researchers: Min, Kyung-Taek; Chang, Cheol-Su and Hur, Gyong-Tae
E-mail address: minkt@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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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스턴보고서, 2006). 이러한 전망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저탄소 사회의 실현 또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

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지구생태계에서 산림은 중요한 탄소 저장고 가운데 하나이다. 식물은 자라면

서 대기의 탄소를 흡수하여 당으로 전환하여 생장에 활용하며 산소를 대기로

돌려보낸다. 식물이 성장하면서 흡수한 탄소는 대부분 식물체에 저장된다. 식

물체는 상당 부분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중량의 약 50%가 탄소이다. 식

물이 살아 있는 동안 잎과 줄기에 저장된 탄소는 식물이 죽어서 분해되면 이산

화탄소의 형태로 다시 대기로 서서히 방출된다. 이러한 과정이 산림의 탄소 순

환계이다. 그러나, 식물체 구성물질이 내구성 제품으로 변환된다면 저장된 탄

소는 제품 수명 동안 탄소 순환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목재를 에너지

로 이용한다면 연소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겠지만 이는 원래 대기에서 흡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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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ackle Climate Change: Use Wood

그림 1-1. 임업·임산업의 탄소 순환계

것이므로 대기의 탄소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

을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산림과 목제품의 탄소 순환계

는 <그림 1-1>과 같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비경영림은 성장하면서 고사율이

성장률과 같아지는 시점까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한다. 노령림은 성장이 지

체되어 흡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산림의 성장속도가 낮

아지기 전에 수확하여 젊고 건강한 숲으로 관리하는 것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수확한 목재를 목제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목재는 산림생태계 관리와 산림부문 탄소 순환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첫째, 목재는 물리적으로 탄소를 저장한다. 둘째, 목재는 보다 에너지 집약

적인 또는 탄소배출이 많은 재료들을 대체할 수 있다. 셋째, 목재는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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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할 수 있다(IPCC 제3차보고서, 2001). 이와 같은 목재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목재·목제품의 이용을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IPCC 제2차 평가보고서(1996)에 의하면 세계 목제품

탄소량은 약 4.2GtC이고 순저장은 0.026GtC/yr이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목제품 탄소량은 10-20GtC이고(Sampson 외, 1993; Brown 외, 1996), 순저장은

0.139GtC/yr이다(Winjum 외, 1998).

목제품의 물리적인 탄소 저장을 높이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목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것, 목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 가공 효율성을

높이는 것, 목재·목제품의 순환과 재활용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목재·목제품 이용 확대의 산업 기반은 임업과 목재산업이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조림을 시작하여 산림자원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임업 역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목재산업은 과거 수출장려 정책에 힘

입어 원목을 수입하여 목제품으로 가공·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동남아 국가들의 원목 수출금지 정책, 1990

년대말 건설경기 불황, 목제품 수입의 증가 등으로 목재산업은 점차 침체의 길

을 걸어 왔다. 목재산업의 침체는 미래의 임업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숲이 벌기령에 도달하였을 때 수확하여 이용

하는 목재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써 가꾼 산림자원을 방치하거나 무가치

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에 힘써 왔는데 이제 산

림자원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 이용으로 전환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인 화두가 되고, 목제품이 친환경 소재로서 그리고 탄소저장 소재로서 주목받

고 있다. 무엇보다 목재는 적절히 관리하면 지속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소재

이기도 하다. 목재·목제품은 저탄소 순환형 사회의 구축에 매우 부합하는 소재

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목재·목제품의 이용 증진을 강

구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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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흡수원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황재홍, 2009; 이상민 외, 2010), 목재 목제품의

이용 증진은 다소 가볍게 언급되는 정도에 그쳐 왔다. 목재·목제품의 이용은

실질적인 탄소고정 효과가 있고 화석 에너지에 대한 대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연구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책들의 동향과 이들

정책들이 우리나라 목재 수급과 목재 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기후변

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임업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한화진 외(2005)는 기후변화의 부문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문별 기후

변화 적응정책을 제시하였다. 산림의 경우 기후변화는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

능, 산림식생대 이동, 산림 종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림의 생장과

생산성, 산림재해의 빈도와 규모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적응수단

으로서 생물종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조림수종 선정과 수종별 조림·육림기술

체계 정립,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적응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산림관리의 정책방향

으로 법제화하고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 참여 등 재정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Malmsheimer 외(2008)는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대체, 산불관리, 산

림전용 억제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와 산림의 탄소저장을 통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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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흡수 효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산림의 탄소저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

림 건강성 유지, 고사·산불·병해충 등으로 인한 손실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간벌을 실시하여 임분 밀도를 관리함으로써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동시

에 탄소저장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조림은 탄소저장 확대와 배출감소

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단순림, 혼합림, 간벌, 가

지치기, 윤벌기 결정 등은 탄소저장 확대와 배출감소를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Sohngen 외(2001)는 세계 목재시장 잉여의 순현재가를 최대화하는 동태분석

모형과 생태변화를 추정하는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저위도 지역에서는 단벌기 조림지의 생산이

증가하고 중고위도에서는 숲의 생산성이 증가하여 세계 목재공급이 증가하고

목재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Shugart 외(2003)는 문헌검토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미국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목재생산은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것이며 생산

성은 지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덕만(2002, 2009)은 TSM2000이라는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세계목재시장

이 대기에 방출하는 순탄소량의 시간경로를 추정하였다. 순탄소량은 목재생산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탄소량과 신규조림된 나무가 성장하면서 흡수

한 탄소량의 합을 말하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목재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

우 흡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재수확과 이용 촉진이 기후변

화 대응에 기여함을 시사하고 있다.

Raunikar 외(2010)는 IPCC에서 제시한 바이오에너지 수요증가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목재 및 산림의 장기전망을 분석하였다. 바이오연료 수요는 2060

년에 6배 가까이 증가하고 연료재 가격은 2025년에 산업용재 가격과 같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einer(2010)는 목제품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탄소고정량

을 추정하였다. 목제품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890백만 tCO2이

고 탄소고정량은 424백만 tCO2로서 순배출량은 467백만 tCO2라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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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는 목제품이 철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하여 기대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효과, 최후에 에너지로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 등

은 반영되지 않았다.

최수임 외(2006)는 기후변화협약 논의과정에서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계정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각 계정방법에 따라 국내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목재 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축적변화 접근법이 가장 유

리하고 대기유출입 접근법이 가장 불리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차준희

(2010)는 목재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축적변화법에 의한 목제품 탄소계

정이 유리하지만 훗날 국산재 생산과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

접근법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안병일, 김의경 외(2009)는 기후변화에 의하여 산림생산성이 감소하는 경우

를 상정하여 국내 원목 수급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산림

생산성이 감소하면 국내재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므로 목재생산자의

수입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목재자급률이 10% 내외

에 불과하고 국내 목재시장이 수입재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비현실적인 결론이라 여겨진다.

이혜진(2009)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산림정책으

로서 숲가꾸기 사업 후 실제 수집되는 산물량뿐만 아니라 산지에 버려지는 잔

재까지 모두 수집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편익과 동남권 목질산업에 미치

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9천 5백만 원의 화석에너지 대체편익과 369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

으로 추정하였다.

산림정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대부분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조

하여 산림관리방안에 초점을 두거나 또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본 연구는 목재 목제품 이용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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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구성

이 연구보고서 내용은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제

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정책 동향을 다루었다. 특히 산림

부문과 관련한 주요 논의 동향을 다루고, 이와 함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

후변화가 임업생산과 목재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유

럽과 미국, 일본, 기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가운데 목재·목제품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목재 수급의 구조와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

하면서 임업·임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목재수급의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대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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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기후변화 대응과 임업·임산업

1. 기후변화 대응 국제정책 동향

1.1.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로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1980년 이전까지

일부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기상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1988년 미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기상변화

의 원인으로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과

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8년 UN 총회에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결정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연구가 축적되면서 지구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UN 환

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

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UNFCC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

8월 현재 193개국이 비준하였고 165개국이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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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목 적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 안

정화(2조)

원 칙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국가별 특수사정 고려

효율성: 예방의 원칙, 정책 및 조치, 대상 온실가스의 포괄

성, 공동이행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촉진

의무
사항

공 통
의무사항

배출원과 흡수원에 관한 특정의무사항

: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안정화 노력(4조 2항)

특 정
의무사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특정공약(4조 3∼5항)

기구
및

제도

기 구

개도국의 특수사항 고려(4조 8∼10항)

당사국총회(7조)/사무국(8조)/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9조)/

이행자문기구(10조)/재정기구 (11조)

제 도

서약 및 검토 제도(12조)

: 국가보고서 제출 및 당사국 총회 검토

이행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의과정(13조)

/분쟁조정제도 (14조)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표 2-1.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간 노력에 관한 전반적인 기

본협약을 담고 있다. 기본협약은 모든 국가들이 기후체계를 공유하고, 기후체

계의 안정성이 산업 및 기타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인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결과

가 기후시스템을 교란하지 않도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구온난화 방지 조치를 연기하

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를 예측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

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협약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비준한 정부들은 ① 온실가스 방출, 국가정책 및 최선의 방안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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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속서Ⅰ 국가 부속서Ⅱ 국가 비부속서Ⅰ 국가

국가

협약체결당시 OECD

24개국, EU와 동구권
국가 40개국

부속서Ⅰ국가에서 동구

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개국 및 EU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국가들 가운데 부속서
Ⅰ 국가 외의 국가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년 수준으로 감축하도
록 노력. 강제성은 부
여하지 않음.

감축노력과 함께 개발

도상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가짐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

약의 일반적 의무만 수
행

비고 우리나라 해당

자료: UNFCCC

표 2-2. UNFCCC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군별 특정의무

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② 개발도상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고 예상되는 영향에 적응하는 국가 전략들을 시작

하며 ③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에 협조해야 한다. 협약은 차별화

된 공동부담원칙에 근거하여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부속서Ⅰ 국가는 40개

국과 유럽경제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Ⅱ 국가는 부속서Ⅰ 국가 가운

데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OECD 24개국과 유럽경제공동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 시기에 산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의 의무 당사국에서 제외되어 비부속서Ⅰ 국가

로 분류되어 자율적 감축의무만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속

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량, 높은 에너지 탄성치 등을 이유로 기후변화협

약의 의무이행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UNFCCC는 1,409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과 86개의 국제기구들이 옵저버로

참가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된다. 그러한 국제기구에는 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CBD),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유엔 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N

FAO), 유엔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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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및 다수의 비정부 기구(Non-gov-

ernmental Organizations, NGOs) 등이 있다.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래로 협약에 참가하는 당사국들은 매년 당사국총회

(the Conference of Parties, COP)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공동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 이후 당사국 총회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 준비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COP15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배출국을 포함하여 30개 가까운 국가와 기관 사이에 정치적인 합의가

작성되었지만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논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COP15는 확실한 기후 정책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분명

히 하였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산업화 이전보다 2℃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확정하였고 개도국에 대한 점진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개도국의 산림과 산림탄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돕기로 합의하

였다.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칸쿤 합의가 채택되어 선진

국 및 개발도상국이 제출한 배출삭감목표를 공식문서로서 동의를 이끌어 내었

다. 그러나 세부내용 이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후 모든 주

요 배출국이 참가하는,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기본원칙의 구축을 위한 교섭이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섭이 이어지

게 되었다. 더반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정서 또는 법적 문건 채택을 위한 협상 개시, 칸

쿤 합의의 이행,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합의하였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각국이 2012년

5월까지 목표를 제출하여 COP18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탄소

배출 감축의무 할당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

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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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주요내용

’05.2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 정식 발효

- 비준한 141개국 CO2 배출량은 선진국 전체의 61.6%

- 제1차 의무감축 공약기간: ’08～’12 (5년간)

- 미국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 불참과 경제적 이유로 비준 거부

’07.12

(인도네시아

발리)

포스트 2012 협상체제 발족

- 2009년 기한으로 협상 완료하는 발리 로드맵 발표

- 개도국 산림전용방지(REDD)활동 인정

- 소규모 CDM 규정 개정

’08.12

(폴란드

포즈난)

제2차 공약기간 인정활동 협의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LULUCF) 규정 개정논의

- 개도국 산림전용방지(REDD) 방법론과 정책적 이슈 논의

-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존 입장 유지로 협상 결렬

’09.12

(덴마크

코펜하겐)

기온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내로 제한

산림 및 농업분야의 차기 협약에서 흡수원 취급 등

- REDD 메커니즘 설립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합의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급 등 논의

- 수확후목재의 취급을 포함한 산림경영의 산정방법 논의

- 새로운 협정문 도출에는 실패

’10.12.

(멕시코

칸쿤)

- 선진국의 감축 목표(2020년까지 1990년의 25～40% 감축)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

- REDD+의 활동범위와 단계적인 전개에 대한 구상 결정

- 국별 구체적 목표 및 이행방향에 관한 세부내용 불투명

’11.12.

(남아공

더반)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단일의정서 협상개시

- 칸쿤 합의의 이행

- 녹색기후기금 설립

표 2-3. 최근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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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UNFCCC의 부속서로서 1997년 12월 일본 교

토에서 개최된 UNFCCC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다. 의정서는

협약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차이점은 협약은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안정화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반면 교토의정서는 의무이행을 명

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2개국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의 기본사항을 국제적인 틀로서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 삭감목표를 선진국 사이에 처음으로 약속한 것. 둘째, 산림

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비록 제한적이지만 감축의무 이행 달성에 활용

할 수 있게 된 것. 셋째, 국내 조치를 보완하는 유연조치로서 배출량거래

(Emission Trading), 공동실시(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 5년간을 제1이행기간으로 하여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년

(1990년) 대비 5%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CDM은 교토의정서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신규조림과 재조림은 CDM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

고정 활동이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으로 인한 배출량과 고정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특별한 규범에 의해 좌

우된다. 2003 IPCC Good Practice Guidelines과 2006 IPCC Guidelines는 임업

을 포함하여 토지이용에서 비롯되는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는 데 필요한 방법

론과 파라미터 그리고 용어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3,200개 이상의 CDM

프로젝트로 등록된 계정이 존재하며, 약 5억 단위의 연간 인증 탄소배출권이

발행되고 있다.1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들과 농작물

1 1단위의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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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토양에 의한 탄소 고정은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 동안에는 인정되지 않

았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UNFCCC와 교토의정서 양 체제에서 산림에 관한

의무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촉진하고, 온실

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 보전과 증진에 협력해야 하며,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일부로 파악하고, 신규 및 재조림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

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정하는 세부 요구조건은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

라 다르다. 선진국들은 반드시 탄소고정과 저장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에 관한

국가정책들을 채택해야 하며, 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신규조림, 재조림 및 산

림전용으로 인한 순탄소 배출 혹은 감축량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순배출량

은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 국가계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또한 산림

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할 의무를 가진다. 모든 회원국들은 가뭄과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보호

하고 복구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차원의 탄소배출 감축체제가 성립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 의무 이행을 위한 법규와 정책들이 제정되었거나 제

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기후친화적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탄소시장이 성립되

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 의무이행기간이 2012년까지 지속되는 동안 일부 의정서에 대한

예비적 평가가 이뤄졌는데 전반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는 지구적 탄소배출량

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화석연료에서 비롯된

탄소배출량은 1990년 수준보다 40% 더 많았다(Klingenfeld, 2010). 국제 경제

위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탄소배출량 수준이 일부 낮아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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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1988년 UN 환경계획(UNEP)과 세계

기상기구(WMO)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세계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PCC는 정부간 기구로서 UN 과 WMO 회

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IPCC는 연구나 기후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후변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정

보를 고찰하고 평가한다. IPCC는 전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 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UN과 전세계 정부기구들에게 제

공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기후변화협약의 산림부문 논의동향

2.1.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세계 산림은 매우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순환한다. IPCC 제4차 평가보

고서(IPCC, 2007)는 세계 산림식생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면서 바이오매스에

283Gt, 죽은 나무에 38Gt, 토양과 낙엽에 317Gt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

였다. 산림생태계의 전체 탄소저장량은 638Gt로 추정되며, 대기에 존재하는 탄

소량을 초과한다. 그리고 대기와 산림의 탄소순환은 연간 55~85Gt로 추정된다

(IPCC, 2000). 산림 바이오매스는 모든 지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를 포함하는 유럽이 가장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있다.

산림식생은 3,500억 톤 이상의 탄소를 고정시켜 오고 있다(Plantinga and

Richards, 2008). 산림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며 연간 26억 톤의

탄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산업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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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출하는 연간 탄소량이 60억 톤이라는 점에 비춰보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산업용재 생산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매우 적은데,

연간 약 0.42Gt로 추정된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지만 반대로 산림전용이나 산불 등 산림에서 온실가스

를 방출하는 활동들로 인해 탄소배출원이 되기도 한다. 산림면적은 계속 감소

하고 있는데 열대림 산림전용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1990-2000년에 산림면

적은 연간 0.22%씩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연간 0.18% 감소로 완화되

었다. 산림감소 속도는 줄었지만 연간 730만 ha 이상의 숲이 훼손되고 있다.

산림면적 감소는 탄소배출을 동반하며 1990년대에 연간 0.5~2.7Gt로 추정된다.

이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서 산림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은 중요하다. 2008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산림이 없이는 기후변화에

결코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인데,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

한 것이 계기이다. 지구 탄소순환에서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의 탄소고정기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과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 탄소

배출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은 국제 이슈로 주목받게 되었다.

구 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관리

자국 내 활동 양적 제한 없음 제1차 공약기간에는 국내흡수분과
공동이행을 합하여 기준 연도 배출
량의 3% 상한선으로 함공동이행제도 양적 제한 없음

청정개발체제
제1차 공약기간에는 기준 연도 총
배출량의 1%를 상한으로 함

제1차 공약기간에는 인정되지 않음

자료: 이경학(2004)

표 2-4. 교토의정서의 산림 관련 활동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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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는 특히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과 관련한 흡수원을 구체

적인 의무이행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산림 관련 활

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토지용도 변화를 수반하는 임업

활동으로서 조림/재조림(afforestation/reforestation)과 산림전용(deforestation)인

데 이는 농지, 초지, 황폐지 등 지금까지 산림 이외 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여 대기에서 흡수한 탄소량 또는 산림전용으로 배출된

탄소량을 계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지용도를 유지하면서 탄소축적 변화

를 가져오는 토지관리 활동 즉, 산림관리(forest management)로서 어린나무 가

꾸기, 간벌,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산림작업을 실시했을 때 이 산림이 자라

면서 흡수·저장한 탄소의 일부를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혼농임업, 도시

임업, 교란저감 벌채, 산불관리, 원목 처리과정의 탄소발생 억제, 입목의 부패

방지 그리고 여타 조림 및 경영방법들을 통해서 산림생태계의 탄소 흡수와 저

장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산림활동과 선진국의 공동이행(JI)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개도국과의 공동이행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에서는 신규

조림/재조림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활동에 의한 탄소흡수량을 무

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총량에 상한선을 두어 제한하기도

한다.

산림흡수원 활용에 관한 운용규정은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COP7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른바 마라케시 합의문(Marrakesh Accords)은 교토

메커니즘의 구체적 이행규칙과 사업절차,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지침, 탄소흡수원으로 인한 배출감축량의 산출방법에 대한 원

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국은 이들 3개 활동으로 비롯되는 산림의 탄소축적 변화를 보고한다. 2010

년 교토의정서 부속서Ⅰ 당사국은 2008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제출하였다(표

2-5). 이 자료는 탄소순환에서 산림의 역할을 보여주며 산림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보면 러시아의 산림은 연간 5억 톤의 CO2를 흡수

하는데 주로 산림경영활동을 통해서이다. 일본의 산림은 4천 4백만 톤의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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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 CO2

호 주 -16,948 49,651 32,703

오스트리아 -2,531 1,224 -1,307

캐나다 -738 14,643 -11,503 2,403

핀란드 -1,077 2,886 -39,935 -38,126

프랑스 -13,591 11,926 -84,620 -86,285

독 일 -2,615 16,393 -20,441 -6,663

이태리 -1,736 386 -50,773 -52,122

일 본 -391 2,431 -46,105 -44,065

네덜란드 -17,396 2,910 -14,486

노르웨이 -104 -93 -30,827 -31,023

폴란드 -3,916 263 -46,865 -50,519

포르투갈 -4,134 6,877 2,563 -180

러시아 -4,093 26,607 -462,469 -439,455

스페인 -10,276 188 -39,120 -52,279

스웨덴 -1,576 2,385 -18,606 -17,797

영 국 -2,696 452 -10,873 -13,116

자료: FAO(2011)

표 2-5. 부속서B 주요국의 산림관련 활동 보고자료

단위: 천 CO2 환산 톤

를 상쇄한다. 이 모두를 시장에서 판매한다면, 톤당 CO2 가격을 20달러로 한다

면 연간 9억 달러의 가치가 될 것이다.

산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완화와 적응에서 중

요한 목표이다. 포스트 2012 준수 목표와 더불어 REDD+, 자발적인 탄소상쇄,

CDM, JI는 산림부문이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적절히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의 정치적 중요성은 유례없이 높아졌다. 코펜하겐 합

의에서 유일하게 다루어진 부문이 임업이었다. COP-15는 REDD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는 선진국의 재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설립하는 협약으로 이어졌

다. REDD+로부터 대량의 산림 탄소상쇄 크레딧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

는 지금까지 탄소거래에서 미성숙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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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DD+

IPCC(2007)는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가 모든 인위적 탄소배출의 약 24%,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7.4%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는 수송부문의 13.1%

보다 높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열대 개발도

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에서 비

롯되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때

문에 과거의 추이에서 예상되는 산림감소의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자금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산림감소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REDD의 기본 생각이다. 이에 기초하여 REDD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와

자금지원 방법 등의 정책론, 산림 모니터링의 방법론 등이 검토되고 있다.

REDD는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 산림들이 선호되도록 경제적 중심추를 이

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시도이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상품·서비스가 국가, 공동체, 생물다양성 및

산림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자 한다. REDD는 개발도상국이 산림보

호, 관리,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전략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에게 산림활동에 의해 상쇄된 탄소량에 대하여 지불하는 탄소시장을 발전시킴

으로써 실현된다. REDD 전략들은 REDD+로 확장되어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외에도 산림보전활동,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과 탄소 비축 향상을 통한 배

출량 감축도 다루고 있다.

2008년 9월 UN 공동 프로그램(UN-REDD)이 출범하여 개발도상국에 국가

REDD 전략들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FAO,

UNDP 및 UNEP이 역량과 전문성을 규합하여 이끌어 가고 있다. UN-REDD

프로그램은 여타 REDD+ 시도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UNFCCC의 결정들

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는 REDD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

국의 금융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일



20

본은 REDD 활동 개시 자금으로서 3년간 35억 달러 지원을 발표하였다. 정치

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이지만 LULUCF에서 진행되는 협상

의 결과는 선진국의 산림경영과 배출량 저감의 성과를 담고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장에 따르면,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

(COP16)에서 9개 주요 목표들이 도출되었다. 그 중 하나가 주요 탄소저장고의

하나인 세계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사국총회 보고서 Section C의 70조에

서 개발도상국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 탄소

축적량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시행하여 산림탄소 축적량을 증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71조는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전략 혹은 이행계획

과 국가산림배출량 참조수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칸쿤 회의에서

REDD+에 관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남아공 더

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 혹은 비시장 기반 제도 설립

이 논의될 것이다.

기후변화회의의 산림 관련 또는 기타 목표는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광범위하

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이 발표되었

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35개국들이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 국가는 국가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2

UN-REDD 프로그램의 정책 이사회는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 REDD+

전략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총 5,540만 달러를 승인했다. 직

접 지원을 받지 않는 23개국은 프로그램 정책이사회에 참관하면서 지역 워크숍

과 상호소통적인 온라인 작업공간을 통해 지식 공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UN-REDD 프로그램은 현재 전략개발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시범 국가들에

서 기술적인 지원과 재원확보를 하고 있다. 위 단계들은 국가마다 다르고, 각국

2 Bolivia, Cambodi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Ecuador, Indonesia,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the Philippines, Solomon Islands, Tanzania,

Vietnam and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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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 나라에 맞는 속도로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9개 시범 국가들은 2010년

11월 현재, UN-REDD 프로그램 정책 이사회가 승인한 국가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았다. 덧붙여,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은 공동

의 접근, 분석, 방법, 도구, 데이터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국가별 REDD+ 준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 및 지구적 차원의 회의를 주관한다.

2.3. 기후변화협약에서 목제품의 역할

탄소가 중량의 약 50%가량을 차지하는 목제품들은 장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은 대략 헥타당 20~40

탄소 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1이행기간에 산림벌채는 이산

화탄소의 방출로 평가되며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저장에 대한 취급은 제2이행

기간 이후로 미루어졌다. 이는 계정방법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확된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산림에서 수확되고 산림

밖으로 운송되어 재료 또는 연료로 사용되는 모든 목재 기반 물질을 말한다

(IPCC, 2006). 수확된 목제품의 종류에는 원목, 펄프와 종이제품, 제재목, 합판,

보드류, 가구 등이 포함된다. 벌채되었으나 산림에 남겨진 임지잔재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는 사용 수명 동안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

와 매립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로 구분된다. 목제품은 부후하면서 탄소를 배

출하게 되는데 목제품 탄소 저장의 기본 반감기는 고형 목제품이 30년, 종이제

품은 2년이다(IPCC, 2006).

IPCC는 OECD와 IEA와 협력하여 1995년 온실가스 배출목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였고 각국 의견을 수렴하여 1996년 개정판 IPCC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개정판 IPCC 가이드라인은 산림과 기타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탄

소저장량의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고, 목재 목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에 대

해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았다. IPCC가 목제품의 탄소축적량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이유는 목제품이 중장기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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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목제품이 새롭게 인간생활에 투입되어도 이와 동일한 양의 오래된 목

제품이 폐기 연소되므로 목제품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의 변화는 산림생장과

산림감소 등에 의한 탄소량 변화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1996년 개정판 IPCC 가이드라인은 산림의 수확을 탄소배출로

정의하는 IPCC 기본접근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유럽 등 목재산업 선진국들은 탄소저장고의 확대대책으로 목제품

이용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목제품에 포함된 탄소량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는 이유를 들어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도 평가하는 새로운 계산방식의 도입

을 주장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IPCC는 기존의 기본접근법 외에 축적변화접근

법, 생산접근법, 대기유출입 접근법 등 3가지 목제품 계정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6년 가이드라인에는 단순부후접근법이 추가되었다. 이외에 Cowie

외(2006) 등이 제안한 국산재 축적변화접근법이 있다.

① 기본접근법(IPCC default approach):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에 저장된 탄소

는 벌채된 당해연도에 배출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신규 목제품에 저장되는

탄소량과 분해되는 탄소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② 축적변화접근법(stock-change approach): 국경 내 바이오매스 탄소량의 증

감을 탄소량 증감으로 계상하는 방법이다. 목제품에 포함된 탄소축적량은 목제

품을 소비하는 소비국에 계상된다. 즉, 수출국의 탄소축적량은 감소하고 수입

국의 탄소축적량은 증가하게 된다.

③ 생산접근법(production approach):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와 관련하여 축적

변화를 목재가 수확된 국가에 계상하는 방법이다.

④ 대기유출입 접근법(atmostphere-flow approach): 국경 내 대기와의 탄소

배출량 흡수량의 증감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즉, 산림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은 생산국에 계상되고, 목제품의 분해 연소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소비국에 계

상되는 방법이다.

⑤ 단순부후접근법(simple-decay approach): 목제품의 부후에 관련된 배출량

을 목재가 수확된 국가에 계상한다.

⑥ 국산재 축적변화법(stock-change of domestic origin): 축적변화접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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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으로 수입목에 포함된 탄소를 계정하지 않는다.

축적변화 접근법과 대기유출입 접근법은 지구 규모에서 보면 동일하다. 그러

나 목재 목제품 수출국이냐 수입국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대기유출입 접근법을 쓸 때 축적변화 접근법을 쓸 때보다 배출

량에서 6천만 톤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국가 배출량의 8%에 해당한다. 그리고

축적변화 접근법을 사용하면 IPCC 기본접근법보다 1천 5백만 톤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적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2010)은 우리나라 목제품 탄소계정

산정방법별 연간 CO2 배출 흡수량을 추정하였는데, 2008년 기준 축적변화 접

근법은 -8,820 Gg CO2/yr, 대기유출입 접근법은 7,869 Gg CO2/yr, 생산 접근법

은 -3,291 Gg CO2/yr로 보고하였다. 목재 목제품의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

우는 축적변화 접근법이 가장 유리한 반면, 대기유출입 접근법이 가장 불리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목제품의 탄소저장량 평가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통

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포스트 2012 의정서에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포함한다면 그 방법론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 환경단체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목제품을 포함하게 되면 산림벌채

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임업 관계자와 산림자원이 많은

국가들은 목제품의 포함을 지지하였다. 목제품의 탄소계정 포함을 둘러싼 이슈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산림 흡수 배출량의 변화에

해당하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제품만을 대상으로 탄소계정을 산정할 것인

가? 둘째, 수입 수출된 목제품을 산정할 것인가? 어느 쪽에 산정할 것인가? 셋

째, 사용연수가 짧은 목제품(예를 들면 종이제품)을 포함할 것인가? 넷째, 매립

지의 목제품을 포함할 것인가?

더반에서 개최된 COP17에서 이와 관련된 진전이 있었다. 목제품은 기본접

근법 또는 생산접근법에 기초하여 탄소계정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목

제품의 인벤토리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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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불법수확 비율(%)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서아프리카(가봉, 카메룬, 가나, 라이베리아) 20 30 40

브라질 13 19 25

기타 남미(브라질 제외) 6 8 11

중국 20 30 40

인도네시아 50 60 80

말레이시아 3 5 35

기타 아시아(중국, 일본, 인니, 말련 제외) 12 17 23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7 10 13

러시아 10 18 40

자료: Turner 외(2007)

표 2-6. 불법수확 의심 산업용재의 비율 추정

2.4. 불법 벌채 규제안

산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산림의 구조를 바꾸는 행위들은 산림이 저

장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은 열대림 전용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산림전용의 일부는 불법

벌채의 결과로 지적된다. 개발도상국의 불법 벌채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선

진국들은 대응 정책들을 마련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적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국제적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미국의 수정 레이시법(Lacey Act)이다. 레이시법은 원

래 불법 야생동식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100년 이상 시행되어 왔는데,

2008년 레이시법은 불법 수확한 목재 목제품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레이시법은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데 2010년 4월에 시행된

단계 Ⅳ는 수입되는 모든 원목 제품과 원목 부속을 사용하는 제품들(예: 악기,

가구)로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보드류 제품이나

종이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논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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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목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제품에 포함된 목재의 수종과 원산지,

기타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기업들은 그들이 수입하는 제품들이 불법 공

급원으로부터 기인되지 않도록 실사(Due Diligence)하게 되어 있다. 레이시법

의 집행이 아직까지는 미약했으나, 최근 법무성은 Gibson Guitar사의 레이시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페루에서 선

적된 제품에 대한 레이시법 집행이 있었다. 어류 및 야생동식물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은 플로리다에서 통관 중인 열대원목 팔레트를 압수하였

다. 부가적으로, 2010년 7월 Chatham House의 보고에 의하면 불법 벌채가 감

소하여 왔으며 이는 레이시법이 효과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언급하였다(Lawson

and MacFaul, 2010).

또다른주요정책은유럽의산림법집행, 거버넌스와무역(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이다. FLEGT는 오직 합법벌채된 목재만이 유

럽연합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협력체제이다. FLEGT에서 EU는

FLEGT 가이드라인에 동의하는 국가로부터 목재를 수입해야 한다. FLEGT는

새롭고 혁신적인 불법벌채 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산림 거

버넌스를 EU가 제시하는 합법적 무역기구들과 연계시키고 있다. FLEGT의 핵

심은 자발적 참여협정(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s, VPAs)이다. VPAs는

EU 역외 목재생산국과 역내 목재수입국 사이에 체결된다. 카메룬, 가나, 콩고

공화국은 VPAs를 비준하였다. 몇몇 다른 국가들도 협상 중(베트남, 콩고민주

공화국)이거나 VPAs에 합의를 이뤘으나 아직 최종안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인도네시아).

2010년 EU는 공식적으로 EU 목재규제(EU Timber Regulation)를 승인했는

데, 이는 목재생산국에서 불법적으로 수확·유통된 목재 목제품의 EU 시장내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2013년 3월부터 발효된다. 이 규제에 따라

EU 시장에 목재 목제품을 반입하려는 수입업자들은 실사(due diligence) 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실사 체계의 목적은 해당 제품이 불법적으로 벌채되었을 가

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 이 체계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위험평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며, 위험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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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효연도 공공 조달의 요구사항

네덜란드 1997 (2005년 개정) 합법, 지속가능한 목재 선호

독일 1998 (2007년 개정) 지속가능한 목재

덴마크 2003 합법, 지속가능한 목재 선호

영국 2004 합법, 지속가능한 목재 선호

뉴질랜드 2004 (2006년 의무화) 합법, 지속가능한 목재 선호

프랑스 2005 합법 또는 지속가능한 목재

멕시코 2005 지속가능한 목재 선호

벨기에 2006 지속가능한 목재

일본 2006 합법목재

노르웨이 2007 열대목재 제외

자료: Lopez-Casero(2008)

표 2-7. 불법벌채 목재·목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조달정책

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절차로 구성되어야 한다. 덧붙여, 목재 목제품

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공급망 참여자들은 제품 판매와 구입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사에 관한 세부 규정들은 2011년 6월에 채택되었으

며, 이러한 세부 규정들은 업자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감시 기관

들이 개발하고 사용권한을 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재생 목재·목제품들은 목재규제에서 제외되며, CITES와 FLEGT에 의해 관리

되는 목재 목제품들 역시 합법적으로 수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새로운 법제

는 VPAs를 개발하고 EU 내로 목재수입을 위한 면허를 제공하는 FLEGT 면허

체계와 맞물려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EU를 따라서 불법 벌채된 목재와 목재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하여 다수 국가들이

정부조달에서 합법목재 증명이 있는 목재만을 허용하거나 산림인증을 취득한

목재의 구입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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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가 목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3.1. 문헌분석

산림은 지구 기후변화와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다. 산림은 대기에서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 탄소순환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기후변화는 산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량이 많아지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면

식물의 생장기간이 길어지고 수분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져 산림생산성이 향상

되는 것은 물론 산림에 저장되는 탄소량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온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식물의 생장이 증가하더라도 토양과 산림 유기물의 분해속도가

빨라져 탄소배출량이 많아진다. 또한 나무는 수종별로 생리적 반응이 다르므로

기후가 바뀌면 수종간 경쟁력이 달라지고 식생 천이의 진행방향도 바뀌게 된

다. 결과적으로 산림의 식물 군집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침엽수보다 활엽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경우 임업생산성은 저하될 것이

다. 그리고 산림의 단위면적당 임산물 생산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임업에 의존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가 산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형태는 <표 2-8>과 같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아 임목생장이 촉진되는 지역도 있고 반대로 저하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산림이 농지로 전환되기도 할 것이고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 사이에도 변화를

가져와 토지이용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목재 시장에 영향

을 미쳐 가격을 변화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소

비자들은 임산물과 비목재 임산물 사이의 소비 패턴을 바꿀 수도 있다. 생산자

들은 산림관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벌기령을 바꿀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목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가 행해져왔다

(Sedjo and Lyon, 1996; FAO, 1998; Hagler, 1998; Sohngen 외, 199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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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종의 적정 생육 범위와 위치의 변화

Ÿ 단위면적당 비목재임산물 또는 목재의 생산 감소 또는 증가

Ÿ 병해충의 발생, 산불 유형, 위치, 강도의 변화

Ÿ 산림생태계에 저장된 탄소량의 증가 또는 감소

Ÿ 산림의 생태계 기능의 교란

- 양분의 지연 속도와 유기물 분해 속도의 증가 또는 감소

- 발아, 개화, 낙엽의 패턴 변화

Ÿ 생물다양성의 변화

- 비우호적인 기후 때문

- 생태적 교란 또는 발병지역의 변화 때문

- 공생관계의 파괴 때문

Ÿ 산림관련 직업의 수, 유형 위치의 변화

Ÿ 산림의 미적 가치의 변화: 휴양, 관광가치의 변화

Ÿ 농업과의 토지이용 경쟁으로 벌채의 증가 또는 조림의 증가

자료: UNEP(1998)

표 2-8. 기후변화가 산림부문에 미치는 영향

수확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은 기후변화가 산림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생장률

을 증가시켜 세계 목재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대기 중의 CO2

농도 증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Sohngen 외(2001)

는 중저위도 지역에서 단벌기 조림지 생산이 증가하고 중고위도에서 숲의 생

산성이 증가하여 세계 목재공급이 증가하고 국제 목재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Shugart 외(2003)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미국 산림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목재생산은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것이며 생산성은 지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Mendelsohn

(2003)은 지구온난화 초반에는 산림면적과 생장량이 증가하여 목재 수확이 증

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온대 침엽수림의 면적이 감소하여 산림의 순생장량

은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Sohngen과 Sedjo(2005)는 기후변화에 의해 산림의

일차생산성(Net Primary Productivity)이 증가하고 주요 생산수종이 극지방 쪽

으로 이동함에 따라 목재 수확이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목재공급

의 증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용도, 예를 들면 바이오에너지 공급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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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목재생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Sohngen 외(2001)

2045: 생산은 29-38% 증가, 북미와 러시아에서는 감소하

지만 남미와 오세아니아에서 증가

2125: 생산은 30% 증가, 북미와 남미, 러시아 증가

2045: 가격하락, 고위도 손실, 저위도 수익

2145: 가격 50% 인상

Solberg 외(2003) 서유럽 생산증가, 동유럽 생산감소, 가격하락

Perez-Garcia 외

(2002)

미국 서부 2-11% 수확증가

뉴질랜드 10-12% 증가

남미 10-13% 증가, 가격하락

Nabuurs 외(2002)
2030년 유럽의 임목생장 18% 증가하여 이후 완화됨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 가능

Alig 외(2002)

Joyce 외(2001)

임목축적이 중기 12% 상승, 장기 24% 상승

수확은 약간 증가, 목재가격 하락

IPCC(2007)

2030년까지 가뭄과 화재 증가로 호주 남동부와 뉴질랜드

동부의 농업생산성과 산림생산성 감소

유럽 중·동부는 물부족 심화, 산림생산성 감소

남미 아마존 동부 열대우림이 사바나로 대체

북미에서는 화재, 해충, 질병으로 인한 교란이 산림에 부

정적 영향

A Canadian

Initiative(2011)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목재생산 2020년대에는 3-4% 감

소, 2050년대에는 5-8% 감소

표 2-9. 기후변화와 목재시장을 분석한 연구 결과

영향을 미친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수목 광합성량이 증가하

여 산림생산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기온상승이 지속되면 산불이나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산림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 Canadian Initiative

(2011)는 기후변화가 캐나다 목재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는 캐나다 토지생산성을 증가시키겠지만 산불과 병해충의 발생빈도를 증가시켜

목재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영향의 크기는 지역마다 다르

게 나타났다. IPCC(2007)는 가뭄과 산불 발생 증가로 호주 남동부와 뉴질랜드

동부의 산림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 하였다. 유럽 중부와 동부에서는 물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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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CC 제4차 보고서(2007)

그림 2-1. 기후변화가 임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2050

심화되고 산림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며 북미에서도 화재와 해충 발생 등으로 인

한 생태계 교란이 산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3.2.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구조의 변화와 영향의 정도는 수종별 적응능력

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서서히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목재시장에 즉

각 충격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목재시장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목재생산의 중심이

천연림에서 집약적 관리가 가능한 인공림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목

재 공급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추진되는 다양한 국제 정책과 각국의 기후변화 대

응 정책은 세계 목재 생산과 소비, 무역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활동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REDD+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부터 탄소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산림탄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조림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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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을 통한 산림탄소 축적 증진을 의미한다. REDD+ 활동은 무분별한 벌채를

억제하는 것인데 기존의 목재수확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는 아무래도 목

재수확을 제한하게 되고 목재공급을 줄이게 될 것이다.

지구적인 산림면적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서 불법벌채(illegal logging)가 지적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목재생산국

의 산림경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다. Li 외(2008)은 불법벌채의 철폐가 세

계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불법벌채를 점차적으로 철폐하여

도 합법목재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산업용재 공급은 1% 이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산업용재의 국제 가격은 1.5~3.5% 상승, 가공제품

에 대해서는 0.5~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불법벌채에 대한 국제적

인 대응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대한 목재공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수요 증가의 요인도 있다.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매스의 이용

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목재 이용과 경합되고 있다. 이는 목재 수요와

공급 조건을 변화시켜 목재 무역과 산림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Raunikar 외(2010)는 IPCC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바이오에너지 수요증가를 기

초로 하여 목재 및 산림의 장기전망을 수행하였다. 바이오연료 수요는 2060년

에 6배 가까이 증가하고 연료재 가격은 2025년에 산업용재 가격과 같아질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펠릿은 대부분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므로 이

의 수요 증가는 보드류 또는 펄프공업의 원료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산림은 지구에서 40억 ha를 차지하며 육지의 약 30%이다. 여기에서 목

재 생산은 34억 ㎥이었는데 45%가 산업용재이며 나머지는 연료용재로 쓰인다.

2005년도에 집약관리되는 인공림 면적은 겨우 4%이지만 이 면적은 빠르게 증

가하여 연 250만 ha씩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인공림의 목재생산량은 35%이

었는데 이는 2020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AO, 2000). 인공림의 목

재생산은 천연림에 대한 압력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목재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산림경영과 인증 취득, 합법성 증명 등 비용상승의 요인이 있어서

국제 목재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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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유럽

EU는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2012년 이후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EU년 2009년 4월 EU 기후변화종합법(Climate

Change Package)를 발효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법제화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강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종합법은 산림의 탄소 고정에 초점을 맞춘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EU가 가지고 있는 잠재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무 그룹은 대략 3,300만 탄

소 톤을 확인했는데, 이는 교토의정서 이행기간 동안 EU 산림에서 탄소의 고

정 잠재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무 그룹은 잠재적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물질

대체효과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관련해서 바이오매스

잔존물을 이용한 에너지 대체는 연간 200~600 이산화탄소 톤에 해당하는 것으

로 평가했다. 이는 탄소고정 잠재량보다 훨씬 크고, 1차 이행기간 동안 EU에

요구되는 의무감축량의 60~1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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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20 기후변화종합법

2007년 EU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

하여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서 통합된 접근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유럽이 저탄소·고에너지효율 경제로 전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

출된 여러 시도들 가운데 하나가 20-20-20 목표이다. 이는 2020년까지 EU 내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20% 감축, EU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의 20%를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여 주요 에너지

실제 사용을 예상 사용량 기준 20% 절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공약할 경우 감

축 목표를 30%까지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이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진전되지 않고 있다.

EU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 의무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제

안했고, 2009년 6월에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기후변화종합법은 4개의 부속

법안을 포함한다.

① 배출량 거래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

로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2020년에는 2005년 수준보다 21%가 낮아질 것이다.

② EU 배출량 거래체계에서 다루지 않는 부문(예를 들어, 교통, 주택, 농업

과 폐기물에서 나오는 배출량)의 배출량은 2020년 배출량 제한 목표에 동의하

는 회원국들이 다루게 된다. 배출량 제한 목표는 경제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정되는데,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20%까지 감축하며 가장 빈곤한 국가들은

20%까지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련의 목표들이 달성되면 부문별

전체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10%까지 감축할 수 있다.

③ 의무적인 국가목표를 통해 2020년까지 EU 전체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평

균 비중을 20%까지 향상한다. 국가 목표는 말타의 최저 10%에서 스웨덴의 최

대 49%에 이를 것이다.

④ 탄소 흡수 저장 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적 체계를 정비한다. 이는 2015년

까지 탄소 흡수 저장 시연공장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상용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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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1.2. 재생가능한 에너지 추진계획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의 약 20%를 재생가능 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바이오매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 지도자

들은 이를 지지했고, 이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비율을

늘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각 국가에는 2020년 재생가능 에너지원 비

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할당되었다. 산림을 소유한 국가들이 보다 많은 바

이오매스를 사용하도록 하며 대신 태양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

다. 태양력, 풍력과 조력 등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들이 고체 바이오매스보

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목표들이 미래 목질에너지 생

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도 분명하다. 유럽의 목질에너지 사용량은 향후 10

년 내에 약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국가행동계획들이 EC에 제출되었고 임시 목표들이 공개되었다. EU

국가들은 북미산 목재펠릿이나 북아프리카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입하여도 된다. 아울러 2011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2,000억 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잠정 합의를

이루었다. 이 투자는 북(유럽)의 풍력발전 에너지와 지중해 일대의 태양력발전

에너지를 서부와 중부 유럽으로 배송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많

은 투자가 필요하다. 계획입안, 건축설계 및 지역행정 부문은 각 분야를 계획하

거나 설계할 때 재생가능한 기술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0; European Commiss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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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이오매스 행동 계획

경쟁력, 지속가능한 개발, 공급 안정성은 유럽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바이오매스 행

동계획들을 개발하도록 촉구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개발을 마치거나 시작하

였다.

펠릿이나 칩 형태의 목질연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상품거래소를 설

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만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이와 관련된 협상을 시작

하였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지 및 합판산업은 목재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고, 바이오연료 업계에 주어지는 보조금

에 대하여 반대해 왔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천연림

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까지 바이오매스 보조금에 적용할 새로운 지속

가능성 기준에 관한 제안서를 마무리할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1).

1.4. 지속가능한 설계

EU의 다수 국가들은 건물들의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제법안들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법안들은 신규 건축물에 적용되는 엄격한 에너지 사용 기

준들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효율적 건물 PPP’는 유럽경제회복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의 일부이다. 이 계획은 12개 회원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산업 자문

그룹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2010년 유럽위원회에 의해 공표되었다(EUR

24283). 이 계획에는 2010~2013년 동안 약 10억 유로가 투입될 것이며 이는 민

간부문과 세벤트 연구 프로그램(Sevent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이

균등하게 부담할 것이다. 계획은 유럽 건설 관계부문이 신규 혹은 재건축 관련

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당면 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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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산업 자문그룹은 다년 추진계획과 장기전략을 개발

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위해 7차 추진계획 프로그램 가운데 6,500만 유로의 예산을 최초 배정

하였다.

추진계획은 연구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수립하면서 건설부문이 약 40%의 에

너지를 소비하고 EU 탄소의 약 36%를 배출하여 심대한 환경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범위와 전망에 관한 유럽 제

안(European Initiative on Energy-efficient Buildings, Scope and Vision)에서

“2050년까지 대부분의 건물들과 구역들은 에너지 중립적이 되고 탄소배출량은

0가 될 것이다. 상당수 건물들이 순전력생산원이라는 의미에서 에너지 포지티

브하게 되고, 또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청정 분산 발전 기술과 구역차원의 지

능형 배전망과 통합되어질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보다 장기적인 사용 기간,

보다 효율적인 원료 사용, 재활용 증대는 재생가능한 자원의 사용증대와 더불

어 에너지와 탄소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 경량재료와 시스템은 건설과

정에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잠재적으로 목제품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에서 대다수 선진국들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강력한 사유지 소

유자들과 복잡한 정치시스템을 동반한 시장기반 전통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완

화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미 정부는 공식적인 정책성명서들을 통해서

UNFCCC의 의무를 준수한다고 공언했으나 성명서들의 핵심 목표는 기후체계

에 위험한 인간 간섭을 배제하는 수준에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

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기술과 프로젝트 위주로 기후변화 완화에 접



37

근하여 왔다. 이 접근법은 연방정부기관들, 대학들, 민간 산업부문 및 비정부기

구들이 수행하는 배출량 감축 및 고정 연구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연구 결과

에 따라 전력회사들과 다른 민간 산업부문들이 동참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

젝트가 개발되었다.

미국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들은 다음 3가지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자

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업과 법인체의 배출 감축을 기록하는 등록 프로그램들

둘째,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고정을 증가시키는 기술의 개발 셋째, 자발적 배출

량 감축 약속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결과로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은 상당 부분 탈중앙적이면서 실험적이며, 실행을 통한 학습

에 초점을 두고 있다.

2.1. 환경보호청의 파트너십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들과 파트너십을 고안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대규모 기

업체, 소비자, 산업과 건물들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청정에너지-환경 주 파트너십(Clean Energy-Environment State Partnership)

은 각 주가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청정에너지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도

록 장려하기 위해 주 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맺어지는 자발적 협력관계이다.

기후 리더들(Climate Leaders)은 환경보호청과 산업계 사이에 맺어지는 협력관

계로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들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대한 약속을 통해 각자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동의한다.

환경보호청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Clean energy programs)은 청정에너지의

정의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생가능 에너지원과 열병합발전을 포함한다.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는 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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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발전 파트너십과 녹색전력 파트너십이 있다. 열병합발전 파트너십(Combined

Heat and Power Partnership)은 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공급자, 산업계, 주, 지방

정부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열병합 발전의 사용을 통해 발전부문의 환경영

향을 축소하기 위해 맺은 파트너십이다. 녹색전력 파트너십(Green Power

Partnership)은 자발적 프로그램으로서 전문가 자문, 기술 지원, 도구 및 자원들

을 통해 녹색전력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전력은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생가능 원료 가운데 일부에서 생산한 전력을 포함한다.

기후변화 기술 프로그램(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은 정부가 국가

기후변화 기술 제안(National 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을 실행하

는 것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조율하는 조직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5개 주요

관심 분야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산림과 관련있다. 환경보호청은 다른 정

부기관들, 산업계 및 다른 파트너들과 수많은 협력 프로그램을 맺고 있다. 이러

한 협력 프로그램들은 다음의 범주들로 분류되는데, 농업, 대기질, 에너지 효율

성과 지구 기후변화, 오염 방지, 상품 표시제, 규제혁신, 부문 프로그램들, 기술,

운송 프로그램들, 폐기물 관리, 물, 지역 협력 프로그램들이다.3

2.2. 기후행동보고서

1992년 미국이 UNFCCC에 서명한 결과로서 국무성은 미국 기후행동보고서

(U.S. Climate Action Reports)를 작성하였다. 이 기후행동보고서는 1994년 제

출되었고, 5차 기후행동보고서가 최종 버전이다.4 보고서는 미국의 기후변화

완화활동을 위한 현재 상황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4장 정책과 수

단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에 대하여 ‘미 정부는 산불의 재앙

3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세부적인 정보는 환경보호청의 파트너십 웹 페이지

(http://www.epa.gov/partners/programs/index.htm#global)에서 찾을 수 있다.

4 보고서의 전문은 http://www.state.gov/g/oes/rls/rpts/car5/index.ht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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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기 발생가능성을 줄여 산림에서 의도하지 않게 배출되는 탄소량을 최소

화시키기 위하여 산림과 벌채된 목제품 모두에서 탄소 고정 노력을 지원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핵심 제안들에는 건강한 산림 이니셔티브(Healthy Forest

Initiative)와 목질 바이오매스 활용 지원금 프로그램(Woody Biomass Utilization

Grant Program)이 있다. 전자는 현재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유해 연료 수준들

을 다루고 연방정부 소유 토지로부터 나오는 바이오매스와 목질섬유 활용을

증대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후자는 주로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서

진행되는 산림복원 활동들로 인해 제거된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개발

에 중점을 두고 있다.

2.3. 에너지성

에너지성(DOE)의 기후변화 정책 및 기술실(The Office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Technology)은 기후변화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시행을

위한 핵심 부서이다. 이 부서는 선진 기술과 우수 방법들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2009년 이 부서는 ‘온실가스 저

감 기술과 요령의 보급 및 상용화 전략’ 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온실가

스 방출 저감 기술들의 상용화와 개발을 촉진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정책과

수단들을 다루고 있다(Committee on Climate Change Science and Technology

Integration, 2009). 이 보고서는 일부 산림 관련 기술들을 검토하는데 여기에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 육상 고정 등 산림 관련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가능 에너지실(Th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여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석유의 해외의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서는 풍부한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운송 연료, 전력, 바이오 제품들을 개발하는 작업을 담당하

는 에너지성 바이오매스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비식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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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매스 자원, 예를 들어 스위치그래스(Switchgrass), 농업 및 임산업 폐잔재,

자치단체 폐기물과 해조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4. 기후 비전

기후비전(Climate Voluntary Innovative Sector Initiatives: Opportunites Now,

Climate VISION)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도가 높은 산업부문

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마련된 자발적 민관 파트너십이다. 기후비전

에는 13개 고에너지사용 산업부문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생

산부문, 발전부문, 제조업부문, 산림생산부문들이 포함된다. 정부에서도 환경

보호청, 교통성, 농무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

가스 배출 강도 감축을 위한 부문별 목표를 수립한다. 기후비전은 산업부문들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용효율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내고, 감소, 회

피, 고정된 배출량을 계산하여 보고하는 방법들을 개발 활용하고, 최신 기술들

을 신속히 보급하는 전략 개발을 지원한다.

기후비전에참여하는 미국 산림·제지협회(American Forest and Paper Association,

AF&PA)는 대통령의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지지하였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배출량 조사·보고, 산림과 목제품의 탄소 고정 증대, 기술개발, 에

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목질섬유 회수 증대 등이다. 이 프로

그램은 AF&PA 회원들의 2012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 기준 12% 감축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6년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AF&PA 회원들은 생산량

의 톤당 탄소배출을 2000년 대비 14% 정도 감축하였다(Climate VISION, 2007).

2.5. 탄소배출권

미국은 탄소배출 저감을 다루는 포괄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자 수차례 시



41

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실패는 세계 경기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들에게 규제를 부과하는 데 의회가 소극적이었던 것이 이유이다. 2010년 말 시

카고 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폐쇄 논란은 이 점을 극명하게 보

여준다.

2010년 상원의원 Kerry와 Lieberman은 미국전력법(American Power Act)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수 안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 법

안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탄소가격제를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단계적 규제를 통하여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미국 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이 탄소를 오염물질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의 환경보호청은 탄소가 위해오염물

질이라고 공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후 오바마 정부가 집권하자 신임 환경

보호청장은 기존 결정을 뒤집고 탄소를 규제하는 규칙들을 제정하기 시작하였

다. 강력한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이 주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이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

해졌다.

국가 차원의 진전은 부진하지만, 개별 주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

들을 제도화하는 데 진척이 있었다. 2009년 8월 현재, 8개 주들이 온실가스 감

축을 의무화하는 정책 혹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15개 주들은 배출량 목표

를 수립했으며, 5개 주들은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기준을 제정하였

다(U.S. Department of State, 2010).

2.6. 청정대기법 

2007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오염물질로 간주되었다. 최종 규칙은 2010년 5월 공표되었는데 New

Source Review 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 and title V operating

Permit 프로그램에서 어느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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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상은 고정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시

설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0년 1월 청정대기법 1단계로 온실가스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었으나, 1

단계에서는 어떠한 오염원도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 허가제에 구속되지 않았

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2단계가 시행된다. 이 경우 최소 연간

10만 톤을 방출하는 신규 프로젝트들이나 연간 7만 5천 톤의 배출량 증가를

야기하는 기존 설비의 개보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회는 2011년 초반 다수의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제안하였으나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지원 프로그램

(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다수의 에너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이는 최신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상업적 규모를 갖춘 설비를 개발

하고 건설하는 데 필요한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다.5 앨러배마의 코스카타 주식

회사(Coskata, Inc)의 연간 5,500만 갤론 생산용량을 가진 셀룰로모 에탄올 바

이오 리파이너리 건설 및 운영자금으로 2억 5천만 달러가 채무 보증되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그램들이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와

여타 법인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6

5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최대 융자액은 2억 5천만 달러이다. 이 프로그램의 프로젝

트는 반드시 농촌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적합한 기술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 등 일부

제약들이 있다.

6 농무성 에너지 프로그램(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nergy Program,

http://www.rurdev.usda.gov/Energy.html),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가능한 에

너지 프로그램(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Program, http://www1.eere.energy.gov/biomass/), 태평양지역 바이오에너지 파트너십

(Pacific Region Bioenergy Partnership, http://www.pacificbiomass.org/), 캘리포니아 재

생가능 에너지 프로그램 (California Renewable Energy Program, http:/www.energy.ca.gov/re-

newabl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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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속가능한 설계 

미국 녹색건물위원회(The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는 미국내

건물들이 물 소비의 13.6%, 전기 소비의 7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물들은 탄소배출량의 39%를 차지하여 지구 탄소배출량 가운데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USGBC, 2010). 유럽연합과는 달리 미국은 건물들의 환

경영향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신규

건설에서 하나 이상의 주요 녹색건축 기준들의 최소 요구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는 복수의 녹색건물 등급 체계가 있다. USGBC의 에너지·환경 디자인

리더십(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은 현재 상업용

및 다가구 주택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녹색지구(Green Globes)

는 녹색건물제안(Green Building Initiative)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상업용 및 다

가구 주택 시장에서 운영되는 등급 체계이다. 이외에 주택용 LEED(LEED for

Homes)와 국가 녹색건물 기준(Natioinal Green Building Standard)이 있다.

녹색건물 등급의 목표는 건물들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있다. 이는 등급체

계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지키는 수준에 따라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달

성된다. 기준은 건설입지, 물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배출, 재료 및 자원 그리

고 실내 공기질 등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목제품은 현재 미국 녹색건물 운동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비주

거용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목재는 주거용 건물에서 중요한 구조재이고 구

조재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보다 많은 목재

를 사용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목재는 콘크리트와

철강 등 다른 물질보다 환경영향이 적고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고 그렇게 고

정된 탄소를 건물 수명 동안 저장한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건물 수명이 탄소

순환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만큼 긴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연방 및 주 정부차원에서 건축에 목재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일부 있다.

2011년 3월, USDA는 목재를 녹색건축 자재로 격상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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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여기에는 목재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안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산림청은 녹색건축 기준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면서 건축에서 목재를 우선적으

로 사용할 것이며, 녹색건축 자재에 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며, 10,000 sq. ft.

이상의 모든 신규 건물에서 목재가 녹색 건축자재라는 점을 홍보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 녹색건축 기준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여전히 진행과정에

있으며 녹색건축이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최대 녹색건축등급체계인 LEED는 현재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제안서는 제품을 평가할 때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에 반영하

기 위한 범주를 포함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건물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Living Building Challenge라는 신생 건물등급체계

는 최소 자족적이고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축을 목적으로 한

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체계는 건

물주들에게 건물의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임지를 사

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설계전문가들에게 건물의 환경영향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2.8. 주 정부 차원의 정책들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저감하려는 활동들과 더불어 여러 주 정부들

이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주 정부 차원의 제안

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 많으므로 중요한 제안들 중심으로 일부만 언급하

기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센티브와 규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발

전, 운송 및 제조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주 정부

들이 풍력, 태양력 및 바이오연료 등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을 에너지

구성의 일부로서 의무화하였고, 가전제품과 건물 및 주 정부 보유 차량들의 효

율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산림을 기후변화 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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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오레곤주는 1997년 발전소들이 신규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 일부를 산림복원과 수목식재 등 승인된 방법들을 통해서 상쇄하도록 요구

하는 방도를 이끌어 냈다. 신규 발전소는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발전소 현장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둘째, 상쇄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이에 대해

기금을 제공한다. 셋째, 상쇄 프로젝트들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제공한다. 현

재까지 모든 발전소들은 기후신탁(The Climate Trust)이라는 비영리 조직을 통

해 상쇄 프로젝트 관리 기금을 제공하여 왔다. 기후신탁은 16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약 3백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

였다.

몇몇 주 정부들은 지역화된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제화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까지 목표치 달성의무를 지지 않는 covered entities

를 가진 배출권 거래제가 2012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있다. 캘리포

니아의 배출권 거래제는 보다 적극적이어서 600개 이상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최초에는 전력설비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산업부문들을 중심으로 시

작하지만, 2015년에는 운송연료 배송, 천연가스 및 기타 연료까지 포함할 것이

다. 이 제도의 목표는 2020년까지 2012년 대비 배출량 17%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동부와 중부-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10개 주들은 2009년 지역 온실가스 제

안(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을 창설하였다. 이 제안은 전력분야 온

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까지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

서부 온실가스 감축 협약(Midwestern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이

2007년 체결되었는데, 여기에는 6개 주 정부와 1개 캐나다 지방정부가 참여하

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서부 기후 제안(Western Climate Initiative)의 회원이며

여기에는 7개 주 정부와 4개 캐나다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23개 미국 주 정부들과 5개 캐나다 지방정부들이 회동하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탄소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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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지 않는 남동부와 중서부 지역들이 가장 화석연료 의존적이고 주요 탄

소 배출지역이라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주들은 환경보

호청의 배출 규제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EU와 함께 교토의정서 체결을 주도하였고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탄

소시장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정권 교체 후 2012년 이후에 대

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는 등 세계 탄소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

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온실가스 흡수와 배출 삭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재 수요의 확대도 그 하나이다.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목재 이용을 늘리고 목

재 이용의 환경공헌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면서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량과 흡수량을 크레딧화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산림분야의 국내 크레딧 제도 대상사업에 보일러 연료의 바이오매스 전

환,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는 보일러 도입을 포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림어업인 공동 사업으로 크레딧 창출이 행해지고 있다. 2008년 11월 온실가

스의 배출삭감·흡수가 인정되는 사업과 크레딧의 발행·관리 방법을 정한 ‘오

프셋 크레딧(J-VER) 제도'를 개시하였다. 산림분야에서는 화석연료에서 목질

바이오매스로 연료전환과 간벌 등 산림경영활동이 온실가스 배출삭감·흡수활

동 프로젝트로 인정되어 포지티브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에 관

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카본 오프셋 포럼이 환경성에 설립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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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야청 산림·임업 재생플랜

임야청은 2001년 제정된 산림임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산림임업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목재자급률을 2008년 24%에서 2050년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국산재의 가공·

유통 구조 정비와 목재이용의 확대, 즉 지역 목재를 사용한 주택 건축, 공공시

설에서의 목재 사용, 바이오매스 이용 체계의 정비, 목재의 환경공헌도의 시각

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합판분야를 예로 들면 2008년 현재 국산재와 외재를 합한 자급률이 21%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산재 합판공

급량도 2008년 230만 ㎥에서 2020년에는 580만 ㎥로 크게 증가된다. 구체적으

로는 구조용 합판을 100% 국산재화(160만 ㎥)하고 거푸집용 외재 이용의 50%

를 국산재화(40만 ㎥)하며 마루판 대판의 1/3을(110만 ㎥), LVL의 25%(10만

㎥)로 국산재화할 계획이다.

3.2. 공공시설의 목조화

임야청은 1986년부터 지역 상징이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목조건물에 의한

정비를 지원하여 왔다. 2010년에는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취지는 목재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

모하고 산림의 적정한 정비와 목재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수산대신

과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공공건축물에서 국산 목재 또는 기타 목재이용을

촉진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에 쓰이는 목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체

제를 정비하는 데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임야청은 목조 공공건축물의 정비를

2008년 7.5%에서 2015년 24%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야청은 산

림토목공사에서 목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목책 등 범용성이 높은 목제구조물

공법을 표준사례집에 순차 추가하고 있다. 1999년부터 각지의 시공사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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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내 용

원목 안정공급 조치에

대한 직접지원

목재생산자 연대에 의한 원목공급, 야적장의 이용, 직송 추

진 등 안정 공급노력에 대한 지원

수평적 협력관계 등 목

재산업 활성화 지원

집성재 공장용 라미나 공급 등 수평적인 협력관계 구상의

작성, 주택건설사와 협력하여 부재의 공통화, 목제 가드레

일 등 토목자재의 보급 노력에 대해 지원

목조 공공건축물에 지

역재 이용

① 지역관계자가 협력하는 목조 공공건물의 정비 ② 목조

공공건물의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시설의 정비자금 도입에

관계되는 이자보조 ③ 목조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지역

재 제품의 선택에 이용하는 노하우의 제공 등의 노력에 대

해 지원

지역재 차별화, 신뢰성

향상

목재의 추적가능제도에 관계되는 실증과 환경공헌도의 객

관적 평가, 표시 추진

이자 보조에 의한 지역

재 이용 촉진

임업인에게 최대 2%의 이자보조(실질 무이자화)하여 임업

경영규모의 확대, 지역재의 가공·유통 체제 개선

(보조율: 정액)

무이자 자금에 의한 임

업·목재산업 경영개선

추진

목재산업 사업자가 선구적인 노력에 의한 경영개선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설비투자 부담을 경감

(보조율: 지방자치단체 2/3)

자료: 일본임야청(www.rinya.maff.go.jp)

표 3-1. 일본 임야청의 주요 목재산업 진흥정책

집하여 ‘삼림토목 목제구조물 잠정시공 사례집’를 정리하여 보급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10년 12월 ‘신농림수산성 목재이용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

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청사와 보조사업 대상 시설의 목조화 내장목질화뿐

만 아니라 공공토목공사에서도 목재를 이용하고 종이 음료캔 사용 등에도 간

벌재를 이용한 목제품 구입에 대한 목표도 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여유와 윤기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1985년부터 학교시

설의 목조화와 내장재 목질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9년도에 세워진

공립학교 시설의 12%가 목조로 정비되었고, 비목조 공립학교 시설의 52%에서

내장재 목질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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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재 이용 촉진

1990년대부터 목재생산자와 제재업자, 목재판매업자, 주택건설업자, 건축사

등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산 목재와 자연 소재를 많이 이용하

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집 만들기 운동이 나타났다. 임야청은 2001년부

터 산림소유자와 주택건설업자 등 주택생산 관계자가 협력하여 소비자가 납득

하는 집 만들기를 ‘얼굴이 보이는 목재로 집 만들기 운동’으로써 적극 추진하

여 왔다. 이에 관계하는 단체수와 공급호수는 매년 증가하여 왔다.

2000년부터 총무성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재 이용촉진에 대하여 재정지원

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역재를 이용한 주택 보급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의 독자 정책이 확산되었다. 2005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 10월,

40개 광역자치단체와 159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재를 이용한 주택 보급에 노

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택부재 가운데 기둥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지

만 최근에는 주택건축양식의 변화에 따라 면재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도입되

고 있다.

3.4. 주택분야 목재 수요 확대 정책

일본에서 목재 수요의 약 40%, 국산재 수요의 약 55%가 건축용재이므로 주

택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용재의 수요확대가 목재의 수요확대에 크게 기여한다.

신설 주택착공호수의 약 절반이 목조이기 때문에 목조주택의 동향이 목재 수

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9년 국토교통성은 ‘장기우량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좋은 물건 만들어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취지로

오랫동안 양호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을 촉진하기로 한다. 이 법

의 기본방침은 장기우량주택의 보급을 촉진하여 산림의 적정한 정비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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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방지, 순환형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

자와 주택생산 관계단체 등에서 목조에 의한 장기우량주택의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축 규제에 의해 통상 높이 13m 이상 또는 처마높이 9m 이상

건물의 목조 건축은 할 수 없었지만 1987년 건축기준법 개정으로 안전과 화재

방지의 기준을 충족하면 대규모 목조건물 건축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 1992년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해 준내화건물이면 목조건축도 가능하게 되었고, 2000년

건축기준법 개정에서는 성능규정이 도입되어 내화건물도 목조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규모 건물을 목조로 건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분야에서 국산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 메이커와 건설업자 등

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저비용으로 안정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임야청

은 2004년부터 곡재와 간벌재 등을 사용해서 집성재와 합판을 저비용 대단위

로 안정 공급하는 신유통가공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또, 2006년부터 지역재

의 이용확대와 산림소유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과 목재산업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신생산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1개 시범 지역에서 산

림작업의 집약화, 안정적인 원목공급, 생산 유통 가공 각 단계의 비용절감, 주

택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르는 최적 유통 가공체제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연간

원목소비량 수만 m3 규모의 제재시설과 목재건조기의 정비 등을 추진하여 왔

다. 그 결과, 시범 지역에서 지역재 이용량은 2005년도 132만 m3에서 2009년도

164만 m3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주택메이커도 국산재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래공법을 시공하는 주택메이커는 2000년부터 벽아래 바탕

재에 국산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기둥과 토대에 편백 집성재를 채용하여

2008년 주요 구조재의 국산재 비율을 70%까지 높였다. 2×4공법과 철골공법

등 재래공법 이외의 공법을 주로 시공하는 주택메이커도 국산재 이용을 확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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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술 혁신

합판 분야에서도 침엽수 합판의 원료로서 국산재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

산재 이용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경급이 작고 함수율이 높은 국산재를 가공하

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 건축구조용에서 두꺼운 합판의 용도가 확립되어

가볍고 다루기 쉬운 침엽수 합판의 평가가 높아진 것, 신유통가공시스템 추진

으로 다른 용도와 경합이 적은 곡재와 단척재 등의 공급체제가 원활히 정비된

것 등이 있다. 일본의 합판제조용 원목은 국산재 비율이 2004년에 10%에 불과

했으나, 2009년에는 63.7%를 기록했다. 수량면에서는 2008년의 2,310천 m3 공

급에서 5.9% 감소했으나, 수입재가 전년대비 39% 감소했기 때문에 국산재 비

율이 높아졌다. 국산재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원목수출세 부과에

따른 공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재로 공급원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서도 국산재 갱목을 이용한 지반보강공법이 개발되는 등 토목분

야의 국산재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외 간벌재를 이용한 합판거푸집, 철거 필

요가 없는 목제 콘크리트 거푸집, 목제 가드레일, 목제 차음벽, 목제 어초 등의

개발 시공도 추진되고 있다.

3.6. 목질 에너지 이용

목질 에너지에는 절삭파쇄한 목재칩과 톱밥을 압축 성형한 목질펠릿이 주로

이용된다.

목재칩에 대해서는 2000년 ‘건설공사 관련 자재의 재자원화에 관한 법률(건

설 리사이클법)’이 성립되어 건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자원화

가 의무화되어 건설폐잔재의 칩 이용이 추진되었다. 2002년에는 ‘전기사업자

의 신에너지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RPS법)’에 따라 전력회사가 신에너지에

서 발전한 전기를 일정량 이상 이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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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펠릿은 석유에 대한 대체에너지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1982년부터 생산

되었지만 충분히 보급되지는 않았다. 2002년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이 수

립되면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공시설과 일반 가정

에서 펠릿 보일러와 펠릿 스토브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석탄 화력발

전소에서 칩과 목질펠릿과 석탄을 혼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도 개발되고 있다. 2007년 민간기업이 건설발

생 목재를 원료로 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몇개의

실증 플랜트가 가동되고 있다. 이외 목질성분의 열분해에 의한 액화 연료와 가

스화 연료, 칩과 목질펠릿보다 열효율이 높은 분말연료(목질파우더)도 개발되

고 있다. 2010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앞으로 목질 바

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7. 목재 사용 캠페인

일본은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인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6%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3.9%를 산림에 의한 탄소 흡수로 달성하도록 되어 있

다. 이를 위해 3.9 그린스타일(Greenstyle) 마크를 제정하여 대대적인 범국민 목

재사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10월말 현재 246건의 기업·단체가 로고

마크 사용을 등록하고 있다. 목재산업계는 이 로고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수입

목제품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CSR 활동실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매년

10월을 나무제품 사용 추진의 달로 정하여 목재사용 추진 관련 박람회 또는 전

시회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지역재 이용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은데 10여 종의 일

본 국산재 인증 마크를 제정하여 국산재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는 2008년 2월 ‘오사카 목재이용클럽(회원은 목제품의 제조·판매업

자)’을 결성하고 회원들이 생산·판매한 목제품에 고정된 CO2량을 인증해 주고

있다. 회원사는 인증받은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오사카 목재사용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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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사용 사이클 마크> <3.9 그린스타일 마크>

그림 3-1. 일본의 목재사용 캠페인 로고마크

인정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는 기업들에게 목재이용을 장려하고 CSR 활동의

일환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보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001년에 시행된 ‘국가 등의 환경물품 조달에 관한 법률(그린구입법)’의 기

본 방침에서 공공기관이 조달을 추진하는 환경물품에 간벌재를 이용한 소경

원목재를 포함하여 공공 토목공사에서 목재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간벌재 펄프를 사용한 종이류와 간벌재를 사용한 사무가구 등이 특정 조달품

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5년부터 ‘나무사용운동’이 전개되어 간벌재를 원료

로 하는 사무가구와 복사용지, 봉투, 명함, 종이 음료캔 등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3.8. 목재이용 추진법안 

일본은 1950년대 조림된 인공림이 자원으로 이용가능한 시기가 되었지만 목

재가격이 하락하면서 산림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보전 등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무

를 적극 사용함으로써 숲을 키우고 나아가 임업재생을 도모하는 것이 급무가

되었다.

일본은 2010년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였는데,

이 법은 현재 목조율이 낮으면서 앞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공공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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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으로 국가가 솔선해서 목재이용에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아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반건축물에 목조화가

파급되도록 하여 전체적인 목재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2009년 5월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공헌하는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목재 이

용을 추진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방지, 순환형 사회의 형성, 산림의 다면적 기능

의 발휘, 산촌경제 활성화에 공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

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

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밝혀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

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4. 기타

4.1. 캐나다의 목재 우선법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목재 우선주의(Wood First Initiative)'를 채

택하여 목재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 9월 ‘목재 우선법(Wood

First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교와 도서관, 스포츠시설 등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목재를 주요한 건축자재로 이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기초하여

주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장려하고 이용현황에 관

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밴쿠버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각종 시상대와

연단 등을 목재로 제작하였고 주요 경기장의 지붕을 목구조로 건축하였다. 목

재 우선주의 운동은 캐나다의 다른 주로도 파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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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재이용 촉진 캠페인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축에서 임업과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목재이용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내용은 기

후변화 대응에서 목재의 역할과 장점을 알리고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궁

극적으로 목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Wood for good은 영국의 목재이용 촉진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건축에서 목재의 역할을 홍보하여 영국에서 목재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00년 시작되었는데, 언론보도, 홍보, 세

미나, 온라인교육, 출판, 전시회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런던올

림픽에서 목조·목조시설을 사용하도록 적극 제안하고 있다.

NZ Wood는 뉴질랜드의 산림과 목재에 관한 산업계 프로그램인데, 산림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고취하고 뉴질랜드에 목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임업과 목재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활

동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교육, 연구개발, 정보, 디자인, 홍보 등이 포함된다.

The Wood Naturally Better는 호주의 산림과 임산물 부문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는데, 사람들에게 목재의 장점과 기후변화 영향 저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WoodWorks는 북미의 주요 목재산업 연합회와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참여

하는 목제품협의회(Wood Products Council)가 주도하여 목재이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이다. 비주거용 구조물에서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광범위한 정

보를 제공한다.

5. 시사점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당사국인 유럽과 일본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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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뉴질랜드> <호주> <북미>

그림 3-2. 목재·목제품 이용 촉진 캠페인

하여 임업·임산업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

다. 미국은 감축의무 당사국이 아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임산업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바이오매스 기술개발에 투자하

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째는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이용에 관한 것이다.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직접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배

출을 감소시키며 적절히 관리하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은 화석연료에 비해 열효율이 낮고 이용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들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술개발 등의 지원

을 하고 있다.

둘째는 내구성 목제품 소비의 촉진이다. 목제품은 자체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유리한 재료이다. 따라서 내구성 목제품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 인간사회에 탄

소 고정을 늘리고 나아가 산림의 흡수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

에서는 지속가능한 설계라는 개념으로 녹색건축 자재로서 목재이용을 확대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공건축의 목조화, 지역재 이용의 촉진 등으로 목재이용

의 확대와 산림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타 여러 나라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효

과적인 수단으로써 목재이용 확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의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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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범이 필요하다. 공공건물을 목조로 하여 목조건물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

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캐나다는 이를 법제화하여 목재이용 확

대에 대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

리나라 목재이용 확대 추진에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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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영급구조

Ⅰ Ⅱ Ⅲ Ⅳ Ⅴ Ⅵ 기타

면적

(ha)

6,368,843 160,110 466,062 1,396,294 2,261,794 1,387,726 492,484 204,373

(2.5%) (7.3%) (21.9%) (35.5%) (21.8%) (7.7%) (3.2%)

축적

(천㎥)

800,025 - 26,672 157,316 306,880 218,074 91,083 -

(3.3%) (19.7%) (38.4%) (27.3%) (11.4%)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10.

표 4-1.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조

제4 장

우리나라 목재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목재수급의 현황

1.1. 산림자원 현황 

목재 공급의 자원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7만 ㏊로서 국토의

63.8%에 해당한다. 산림면적은 도로, 공장용지 등 개발수요에 따라 지난 10년

간 연평균 약 5천 ㏊ 정도 감소하여 왔다.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

에 그동안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산지녹화와 자원조성에 주력하여 왔다. 2010



59

년을 기준으로 산림면적의 영급구성을 보면 I영급 2.5%, Ⅱ영급 7.3%, Ⅲ영급

21.9%, Ⅳ영급 35.5%, Ⅴ영급 21.8%, Ⅵ영급 7.7%로써 Ⅳ영급 이상의 장령림

이 65.0%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산림은 장·노령림 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림의 임목축적은 2010년 약 8억 m3로서 ha당 축적은 125.6m3/ha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 63.5m3/ha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임목축

적의 영급(齡級)구조를 보면 Ⅳ영급 38.4%, Ⅴ영급 27.3%, Ⅲ영급 19.7%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주벌(主伐) 생산이 가능한 Ⅵ영급은 11.4%에 해당한다. 우

리나라 산림률은 세계 평균(31%)의 2배가 넘으며 임목축적은 OECD 국가 평

균(121.4m3/ha)보다는 높지만 임업선진국 독일(315.3m3/ha)과 일본(170.9m3/ha)

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대로 추이한다면 수년 내에 목재자

원으로 이용가능한 Ⅵ영급 이상의 산림면적이 20% 이상에 이르고 축적량도

30%에 이르러 활발한 목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의 임상분포를 보면 침엽수림 258만 ha(40.5%), 활엽수림 172만 ha

(27.0%), 혼효림 187만 ha(29.3%), 죽림·무립목지 20만 ha(3.2%)로서 침엽수림

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침엽수림 가운데 소나무를 제외한 인공조림 낙엽송, 리

기다, 잣나무의 산림면적이 102.6만 ha나 되고 이들 수종의 입목축적이 1억

2,082만 m3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과 수종 분포를 고려할 때 지

금이 본격적인 목재생산을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2. 목재 수급 현황 

산림에서 수확한 원목은 가공과정을 거쳐 제재목, 합판, 칩 등으로 변한다.

이는 다시 건축용재, 목공품, 가구, 종이제품 등으로 바뀌어 소비자에게 사용된

다. 이처럼 목재·목제품은 인간과 숲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하며 숲이 흡

수한 탄소를 인간사회로 가져온다.

우리나라 연간 목재 소비량은 2,700만 m3 내외에서 추이하여 왔는데,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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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우리나라 목재수급 추이

목재 소비량은 2,761만 m3이었다. 이 가운데 수입 목제품 소비가 1,967만 m3으

로 71.2%를 차지하고 있다. 원목 형태의 소비량은 794만 m3으로 28.8%이다.

원목 소비량 가운데 국내재 공급량은 372만 m3이며, 수입재 공급량은 423만

m3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목재소비량에서 국내재가 차지하는 비율, 목재자급

률은 13.5%이었으며, 원목 소비량에서 국산재가 차지하는 비율, 원목자급률은

46.8%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목재소비는 제품뿐만 아니라 원목에서도 해

외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목재자급률은 1997년 이전까지 4% 수준

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숲가꾸기 사업이 증가하여 국내재 이용

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1998년에는 7.1%를 기록하였다. 목재자급률은 국내 경

기와 수입재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숲가꾸기 또는 수종갱신 사업이 증

가하면서 국내재 이용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2011년

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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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공

급

국 내 재 2,444 2,680 2,702 3,176 3,715

수 입 재 24,179 24,667 24,050 23,431 23,897

합 계 26,623 27,347 26,752 26,607 27,612

수

요

제 재 용 6,445 6,575 6,354 5,852 5,426

합·단판용 3,404 3,605 3,369 3,061 2,953

펄프·칩용 10,872 11,223 11,374 10,967 12,466

보드용 2,677 2,751 2,915 2,472 3,310

갱목용 47 45 45 39 29

기타 3,178 3,148 2,709 4,216 3,428

목재자급률(%) 9.2 9.8 10.1 11.9 13.5

자료: 산림청 목재생산과

표 4-2. 용도별 목재 수급 추이

단위: 천㎥

우리나라의 산림관리는 숲가꾸기와 수종갱신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내재 생

산은 대부분 소경재이기 때문에 대경원목에 대해서는 수입의존도가 높다.

2010년 원목수입량은 412만 m3인데, 원목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뉴질랜드가

240만 m3로 전체수입량의 57.6%를 차지하였고 미국이 65만 m3로 15.6%, 캐나

다가 33만 m3로 7.9%를 차지하였다. 수종별로 보면 라디에타 파인이 전체수입

량의 63.3%이고 헴록이 15.6%를 차지하였다. 수입원목의 침엽수 비율은 2010

년 현재 93.7%이다.

1.3. 용도별 목재 수급

원목의 1차 용도는 제재용, 합판·단판용, 제지에 쓰이는 펄프·칩용, 보드용,

갱목용, 기타로 나뉜다. 용도별 목재 수급 추이를 보면(표 4-2), 수입재 공급량

은 큰 차이가 없지만 국내재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는 숲가꾸기 사

업과 수종 갱신 사업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목재 소비가 가장 많은 부



62

자료: 산림청 목재생산과

그림 4-2. 국산재 이용현황(2010년 기준)

문은 펄프공업부문으로 45%를 소비하고 있다. 그 다음이 제재업(20%)이다. 이

가운데 펄프·칩용과 보드용 목재 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합·단판용과 제재용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합·단판용과 제재용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건설경기의

부진과 대경재 원목 확보의 어려움, 수입품 증가에 따른 업계의 위축에서 비롯

된다.

한편, 2010년 기준 국산재 생산량은 764만 m3인데, 이 가운데 이용으로 공급

된 것은 372만 m3으로 49%에 해당한다(그림 4-2). 이용되지 않고 숲속에 방치

되는 양은 392만 m3으로 51%에 해당한다. 이용재 가운데 가장 많은 용도가 보

드용(43%)이며, 그 다음이 펄프용(24%), 제재용(12%)이다. 내구성이 긴 목제

품인 갱목·한옥용과 제재용으로 이용되는 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산재는 주벌 수확에 의한 공급보다 수종갱신 벌채 또는 숲가꾸기 산물 공

급이 대부분이라 제재용보다 부가가치가 낮은 보드용 또는 펄프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은 숲가꾸기 산물의 77%는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작업인력의 고령

화, 인력위주의 집재작업, 임업기계 및 오퍼레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작업생산

성이 낮으며, 기계 이용 효율성이 낮아 기계를 이용한 산물수집 비용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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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임업통계연보(2011)

그림 4-3. 원목의 연간 평균가격 추이

하여 목재가격보다 산물수집비가 높아 기계 이용 산물 수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목재가격 추이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제품들은 건축용재 또는 내장재로 많이 쓰이므로 목재

산업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리고 국산재 원목 사용 비중은

13.5%에 불과하여 목재가격은 수입 원목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받는다. 따라

서 목재수출국의 경제상황과 공급관련 정책, 경쟁국의 동향, 환율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원목의 연간 평균가격의 추이를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2000년대 들어 수입원목의 50%가량을 뉴질랜드산 라디에타 파인이 차지하고 있

으므로 이를 대표가격으로 하였다. 수입재 원목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

이다가 2009년도에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다시 크게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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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산 원목의 2010년 평균 입방당 수입가격(A-grade,

C&F 기준)은 2009년의 100$에서 2010년 136$로 상승하였다. 뉴질랜드산 원목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중국과 인도, 중동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이다.

소나무를 제외한 국내재 원목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여 왔다. 소나무와 낙엽

송 등 국산재 원목은 제재용으로 공급되어 수입원목의 대체재 역할을 하였다.

소나무는 한옥 건축에서 쓰이고 있으나 수입재보다 가격이 높다. 소나무 원목

의 입방당 평균 가격은 2009년 203,667원이었으나 2010년 203,314원으로 하

락하였다. 낙엽송은 집성재 제조에 사용이 늘고 있는데 낙엽송 가격은 2009년

119,405원에서 2010년 130,847원으로 상승하였다.

1.4. 우리나라 목재공급의 문제점

1.4.1. 빈약한 산림자원 구조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고 임업 역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산

림녹화에 초점을 두어 왔고 녹화가 달성된 이후 산림자원화로 전환하는 과정

에 있다. 산림녹화 과정에서 연료용으로 주로 식재하였던 리기다소나무, 낙엽

송, 잣나무 등이 마땅한 수요를 찾지 못하여 수종갱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

종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는 펄프용재 또는 보드류 업계로 공급되고 있

지만 제재용 또는 합판용 등에 사용되는 대경재의 생산은 매우 낮다.

이처럼 소경재 위주의 국산재 공급은 목재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지 못하였고

국내 목재산업은 수입재에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대

경재 이용 목재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업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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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조와 낮은 산주 의욕

우리나라 산림의 68.1%가 사유림이므로 목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사

유림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벌채면적이 최소 3ha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산주들의 평균 산림소유면적이

2ha 미만이고 1ha 미만 소유자도 64.8%에 이른다. 게다가 부재산주는 54%에

달한다. 이처럼 사유림 소유구조가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어 산림작업의 집단화

와 기계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비계획적, 산발적, 소규모 벌채에서

생산된 국산재가 주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되지 못하며 목재산

업계에서도 국산재 이용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벌채수익이 낮고 벌채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여 산주들이 벌채에 소

극적이다. 대부분의 산림소유자는 목재 시장가격과 용도를 알지 못한 채 대부

분 벌채업자에 위임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소유자들이 벌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입목 매각대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벌채 결정에 소

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언론도 산림벌채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채 확대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합 계 소재산주 부재산주

산주수(천명) 2,239 1,036 (46%) 1,203 (54%)

면 적(천㏊) 4,355 2,029 (47%) 2,326 (53%)

필지수(천 개소) 4,016 2,913 (48%) 2,104 (52%)

1인당 면적(ha) 1.94 1.96 1.93

1인당 필지수(개) 1.79 1.85 1.75

필지당 면적(ha) 1.08 1.06 1.11

자료: 임업통계연보(2011)

표 4-3. 우리나라 사유림 소유구조



66

입목가
벌채비용(원/㎥)

이익 판매가
벌목비 집재비 운재비 상차비 운반비 기타

14.4 15.2 16.2 9.7 4.7 15.3 4.8 7.0 87.3

16.5% 17.4% 18.6% 11.1% 5.4% 17.5% 5.5% 8.0% 100%

자료: 산림청 목재생산과

표 4-4. 벌채비용 분석

1.4.2. 벌채의 낮은 수익성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의 목재는 펄프용재 등 저급재로 이용되어 원목가격

은 낮은 반면 벌채비용은 과다하여 산림소유자들의 벌채 수익이 높지 않은 것

이 벌채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벌채비용을 분석한 <표 4-4>를 보면,

주벌 생산 후 매각하였을 때 벌채비용이 75%에 달하고 입목가는 16.5%에 불

과하여 산주가 벌채를 통해 얻는 이익은 매우 낮다. 게다가 작업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농산촌 인력의 노임이 상승하고 있어 벌채비용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

이지만 국내재 가격 인상은 크지 않아 벌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1.4.3.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

우리나라에서 벌채비용이 높은 것은 산림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

유이다. 산림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임도이다. 임도는 산림관리 인력

과 차량, 임업기계가 산림현장에 접근하는 통로이며 숲가꾸기와 목재 수확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2.6m/ha로, 이 가운데 사유림

2.36m/ha, 국유림 3.46m/ha이다. 이러한 임도밀도는 일본의 5.4m/ha, 캐나다의

10.6m/ha, 독일의 44.9m/ha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임업기계의 보급과 활용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임업기계는 2010년말

현재 26,689대(벌목장비 9,545대) 보급되어 있으나 평균 장비 사용일수는 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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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캐나다 호주

2.6 5.4 44.9 16.7 29.0 10.1 11.6 11.8 10.6 18.0

자료: 산림청

표 4-5. 주요국의 임도 밀도

단위: m/ha

에 불과하다. 고가의 임업기계 이용 효율이 매우 낮고 임업기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숙련된 임업기능인, 오퍼레이터가 부족하며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임업기

계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현황

2.1. 목재산업의 구조

목재산업은 목재를 주원료로 하여 다양한 목제품을 가공·유통하는 업종의

총칭이다. 목재산업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목재를 1

차 가공하여 가구, 종이제품, 건축용 내장재 등 연관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하며 제재업, 단·합판 제조업, 보드류 제조업, 펄

프·제지업 등을 포함한다.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목재공업의 주요 지표는 <표 4-6>과 같다.

다양한 형태의 업종에서 다양한 목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가가치

를 생산하는 부문은 종이·판지 제조업이다. 이에 비하여 제재업 부문은 업체수

와 종업원수에 비하여 출하액은 높지 않아 이 부문이 매우 영세한 구조임을 보

여준다.

한편, 국민경제에서 목재산업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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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일반제재업 161 2,664 733,498 235,645

특정 목적용 제재업 63 1,173 284,150 78,744

목재 보존·방부 처리업 25 441 92,877 36,804

박판, 합판, 유사적층판 85 2,487 672,916 204,830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34 1,910 935,240 330,790

건축용 나무제품 135 3,014 692,210 245,772

목재상자, 드럼 및 적재판 215 4,336 819,089 309,744

펄프 제조업 2 - - -

종이·판지 제조업 257 14,406 8,518,934 2,701,195

주: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표 4-7. 목재공업의 주요 지표(2009년 기준)

단위: 개, 명, 백만 원

연도

목재 목제품 펄프·종이

중간

투입

부가

가치

취업

자수

중간

투입

부가

가치

취업

자수

중간

투입

부가

가치

취업

자수

2000
1,594 594

(0.10)

17,067

(0.10)

896 340

(0.06)

21,850

(0.13)

5,096 1,904

(0.32)

17,856

(0.11)

2009
2,633 732

(0.07)

14,317

(0.07)

1,702 691

(0.07)

19,458

(0.10)

6,650 2,174

(0.21)

13,364

(0.07)

주1: 목재에는 제재목, 합판, 재생 및 강화목재가 포함되고 목제품에는 건축용목제품,

목제용기, 기타목제품이 포함된다. 펄프·종이에는 펄프, 신문용지, 인쇄용지, 기타

원지 및 판지를 포함하며 종이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2: ( )안의 수치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산업연관표

표 4-6. 국민경제에서 목재공업의 위치

단위: 십억 원, 명, %

하였다(표 4-7). 이에 의하면 2009년 목재산업의 총산출액, 중간투입과 부가가

치의 합은 14조 5,820억원이며 2000년보다 40% 성장하였다.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많은 것은 펄프·종이 부문이지만 목재·목제품 부문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높고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은 총부가가치의 0.35%를 생산

하며, 전체 고용의 0.24%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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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5

국내생산량 3,310 3,528 3,558 3,302 2,947 2,250 -6.4

수입량

- 활엽수

- 침엽수

656

325

331

768

412

768

912

365

547

871

246

625

864

191

673

1,068

175

893

12.6

-9.2

34.0

계 3,966 4,296 4,470 4,170 3,811 3,318 -3.3

수입비율(%) 16.5 17.9 20.4 20.9 22.7 32.2 -

자료: 한국합판보드협회

표 4-8. 제재목 수급 동향

단위: 천 ㎥, %

2.2. 제재업

제재업은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

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제재목을 생산하는 업종을 일컫는다.

제재목은 수종에 따라 용도가 나뉘는데 침엽수 제재목은 건축용 구조재와

가설재로 많이 쓰이며, 활엽수 제재목은 가구, 마루, 목공, 장식장, 보관용 상자,

팔레트, 컨테이너 등을 제조하거나 기타 산업용재로 쓰인다.

2010년 제재목 생산은 225만 m3로 연 6.4%씩 감소하였다. 국내 제재목 생산

은 대부분 원목을 수입하여 제재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산 낙엽송과 소나무를

제재하여 토목·건축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재목 수입은 연 12.6%

증가하였고 2010년 수입량은 107만 m3이다. 활엽수 제재목은 말레이시아와 인

도네시아에서, 침엽수 제재목은 캐나다, 러시아, 칠레,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된

다. 제재목은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시장규모도 축소된 상태이다.

2010년 활엽수 제재목 수입은 18만 m3로 연 9.2%씩 감소하여 왔다. 반면 침

엽수 제재목 수입량은 89만 m3로 연평균 34.0%씩 증가했다. 활엽수 제재목은

주로 고급 가구재나 팔레트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가구부재가 MDF 또는 파

티클보드로 대체되었고, 또 팔레트나 포장재 등은 침엽수 제재목으로 대체되어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004년 이전까지는 수입 제재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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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5

국내생산 705 734 759 667 493 450 -7.2

수 입 1,224 1,299 1,418 1,249 1,285 1,244 0.3

계 1,929 2,033 2,177 1,916 1,778 1,694 -2.4

수입비율(%) 63.4 63.9 65.1 65.2 72.3 73.4 -

수 출 9 10 4 1 - 1 -

자료: 한국합판보드협회

표 4-9. 합판 수급 동향

단위: 천 m3, %

활엽수가 5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5년부터 침엽수 제재목이 50%를 초과하

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83.6%를 차지하게 되었다.

2.3. 합판산업

우리나라 합판산업은 1960년대 열대산 원목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면서 세

계 제1의 수출국 지위에 오르기도 하였지만 1980년대 동남아 국가들의 원목

수출규제와 자국 목재산업 육성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침체하여 왔다. 합판업

계는 침엽수 합판가공 기술 개발, 원목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였지만 가

격경쟁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우리나라 합판 생산능력은 연간 54만 7천 m3로 전년보다 29.6% 감소

하였다. 2010년 국내 합판 생산량은 45만 m3으로 국내소비량의 26.6%를 차지

하였으며, 건설경기의 침체와 수입제품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7.2% 감소했으

며 가동률은 82.3%에 머물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합판은 침엽수합판, 침·활 복합합판, 활엽수합판, LVL 등

다양하지만 두께 12mm 이상의 침·활 복합합판이 82.8%이며 주로 콘크리트 거

푸집용으로 사용된다. 2005년에는 12mm 이상의 비율이 91.7%였으나 2010년

에는 82.8%로 감소했다. 이는 콘크리트 거푸집용의 수요가 감소하고 건축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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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수출용 포장박스 등의 용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합판 수출은 주로 일본과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데 물량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854m3에 불과했다. 합판 수입은 1988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33만

9천 m3이 들어오면서 본격화되어 1991년 100만 m3를 초과했다. 2010년 합판

수입량은 124만 4천 m3로 국내 소비의 73.4%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말

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96.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합판제조용 원목은 2005년에 낙엽송 6천 ㎥을 사용한 것을 제외

하면 100% 외재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수입하는 라디

에타 파인 원목이 합판용 원목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합판산업은 뉴질랜드산 원목 가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

가 2005년부터 고율의 원목 수출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이 뉴질랜드산 원목 수

입을 크게 늘리면서 국제 원목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 파티클보드 제조업

파티클보드는 제재폐목재, 생활폐목재 또는 건축폐목재를 원료로 하는 재생

보드류로서 최근에는 산림벌채에서 발생하는 임지폐잔재와 저급 원목, 숲가꾸

기 산물 등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파티클보드 산업은 폐목질 재료를 효율적

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친환경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0년 파티클보드 생산량은 92만 m3로 연 1.7% 증가했다. 수입량은 81만

m3로 연 1.2% 증가하였으나 수입점유율은 4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

만 전년과 비교하면 소비가 7.0% 증가하고 국내생산이 1.6% 감소하여 수입은

18.9%나 증가한 것이다. 국내 생산이 감소한 것은 원재료 공급부족으로 생산

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유해물질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제품으로 생산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파티클보드는 표면가공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구용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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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5

국내생산 847 777 955 950 934 919 1.7

수 입 759 955 768 773 677 805 1.2

계 1,606 1,732 1,723 1,723 1,611 1,724 1.5

수입비율(%) 47.3 55.1 44.6 44.9 42.0 46.7 -

자료: 한국합판보드협회

표 4-10. 파티클보드 수급 동향

단위: 천㎥,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재(칩) - - - - - 10

국산재(리기다, 잡목) 22 7 6 3 91 115

제재 및 합판부산물 185 221 159 233 274 186

재활용 재생칩 841 799 1,120 1,040 864 570

계 1,048 1,027 1,285 1,276 1,229 881

자료: 합판보드협회

표 4-11. 파티클보드용 원료 사용

단위: 천 m3

다. 용도별 공급비율을 살펴보면(2009년 기준), 싱크대 등 주방가구용 53%, 서

랍장 등 일반가구용 27%, 사무가구용 14%로 대부분 가구용이며, 칸막이 등 건

축내장 인테리어용 2%, 팔레트용 등 기타 4%이다.

파티클보드의 원료는 70% 이상이 건설폐목재, 물류폐목재, 생활폐목재 등을

파쇄하여 선별한 재활용 재생칩이다. 이러한 재활용 재생칩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이물질 선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재활용 재생칩의 공급은 2007년 112만 m3까지 늘어났으나, 건설경기가 부진하

고 열병합발전소에서 폐목재 사용이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86만 m3으로 줄

었다. 이에 부족분은 제재·합판 부산물이나 국산재로 대체하여 충당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최근에 늘어나기 시작하여 연간 62만 톤의 폐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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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5

국내생산 1,653 1,642 1,717 1,690 1,655 1,836 2.2

수 입 416 453 436 468 185 226 -9.1

계 2,069 2,095 2,153 2,159 1,840 2,062 0.1

수입점유율(%) 20.1 21.6 20.3 21.7 10.1 11.0 -

수 출 41 23 27 18 17 14 -13.2

자료: 한국합판보드협회

표 4-12. MDF 수급 동향

단위: 천 m3, %

2.5. MDF 제조업

MDF는 가구와 벽 등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7년까지 계속 생산이

증가하여 오다가 2008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0년에는 생산라인 증·개

설로 다시 증가하여 184만 m3를 생산하였으며 연 2.2% 성장률을 보였다.

보드류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MDF 수입도 증가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23만 m3이 수입되었으나 시장점유

율은 11.0%에 머물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수입품 섬유판 가운데 중국산 제

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중국산이 59.7%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산재(리기다) 1,096 910 893 910 1,005 1,072

국산재(활엽수) - - - - 110 308

제재 및 합판부산물 1,232 1,328 1,421 1,258 1,042 898

수입원목(펄프용) 111 19 - 84 53 147

계 2,439 2,257 2,314 2,252 2,210 2,425

자료: 합판보드협회

표 4-13. MDF용 원료 사용

단위: 천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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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여기에 태국산 18.1%, 말레이시아산 5.8%를 합하여 이들 3개국 수입

량이 83.6%를 차지하였다.

MDF의 용도별 공급비율을 살펴보면(2009년), 가구용 65%로 절반 이상이고

인테리어용인 벽재용과 몰딩용이 각각 19%와 14%, 나머지 강화마루 대판용과

기타가 각각 1%씩이다.

MDF 생산에는 국내산 리기다 원목과 제재나 합판공장에서 발생되는 부산

물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제재소 가동률이 저하되어 제재 부

산물 공급이 급감하고 국내 원목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료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부산물 외에 수종갱신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기다

소나무 원목이 이용되며, 기타 부족분은 활잡목이나 펄프용 수입원목을 보충하

여 사용한다. 최근에는 목재펠릿이나 열병합발전소의 폐목재 수요 증대 등으로

국내 원료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2.6. 목재펠릿 제조업

목재 펠릿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운반·저장도 용이하기 때문에 보일러와 스

토브의 연료로서 유망하지만 원료 조달이 소규모이고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미이용 간벌재 등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처를 확보하고 수

입 펠릿에 대항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목재펠릿 공급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관

건이다.

우리나라 목재펠릿 사업은 그 역사가 짧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

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에서 가동되기 시작

한 목재펠릿 공장은 2010년 6월 현재 7개 공장(연간생산능력 10만7천 톤)이 가

동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8개 공장이 가동되어 연간생산능력이 22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만 톤의 목재펠릿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배인 약 40만 m3 이

상의 원재료가 소요되는데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비용으로 원료를 확보하는 것

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펄프업계, 보드류 업계와 원료 경합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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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업체수 3 7

생산량 8,527 13,088

판매량 6,174 12,858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2,991 3,605

자료: 산림청 목재생산과

표 4-14. 목재펠릿의 생산 현황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의 목재펠릿 공장들이 대부분 제재 폐잔재를

가져다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목재펠릿 공장이 숲가꾸기 산물을

원료로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목재펠릿 공장 가

동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00MW 이상의 14개 발전사업자는 2012년부터 2%에서 시작하여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10%로 늘려가야 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가

운데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기 목표달성이 용이한 목질 바이오매

스를 활용하는 전력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시 펄프업계와 보

드류 업계의 원자재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목재의 다단계 이

용 등 물질 재활용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7.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주요 문제점

2.7.1. 목재 수요의 부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목재소비량은 0.406m3으로 미국의 0.937m3, 일본의

0.537m3보다 낮은 수준이다. 1인당 목재소비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주요 선

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목재소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 산업으로 목재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76

세계 미국 일본 독일 한국

1인당 목재소비량

(㎥/인)
0.189 0.937 0.537 0.670 0.406

주: FAOSTAT의 제재목, 합판, 목재펄프 명목 소비량을 원목 환산하여 인구수로 나누

어 추산한 것임.

표 4-15. 주요국의 1인당 목재소비량

게다가 우리나라의 목재 소비는 건축용 구조재와 가설재, 콘크리트 거푸집

등 건축관련 제품이 많은데 이와 같은 제품들은 공업용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

에 품질 개선의 여지가 매우 적다. 그리고 아파트 주거문화가 정착되면서 소비

자들이 직접 목재와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목재소비가 확대

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제한된 수요로는 목재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어렵

다. 대형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집성재, OSB, LVL 등 공학목재 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프리컷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2.7.2. 수입재 가공 위주의 산업구조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국내 산림자원의 공급이 부족하여 원료의 약 90%를

해외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목재산업은 과거 수출장려 정책에 힘입어

원목을 수입하여 목제품으로 가공한 다음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통하여 성장하

여 왔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목재생산국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

밖에 없었고 해외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점차 위축되었다. 그동안 축적한

목재가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목재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산재 가공 비율

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2.7.3. 원료 확보의 어려움

목재수요의 90%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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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의 벌채량 감소, 러시아의 원목수출세 부과,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에 따른 목재수요 급증 등 우리나라 원목확보의 대외적 여건은 점차 불리해지

고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바이오에너지 등 목재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자원

경합이 치열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임도 등 산림경영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여

전히 임목수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임업 기계장비와 인적자원 확보가

어려워 국내 공급 상황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7.4. 기술표준의 미흡

목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을 명

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목제품과 관련되는 인증 및 규격·표시제도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합판규격(고시 제2009-5호, 규격·품질 표시 의무)과 기술표

준원의 KS 규격,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이 있다.

KS 인증은 임의인증 표시제도이지만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국가표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조달과 일반 건설현장에서 KS 인증과

무관한 저가 수입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KS 인증업체가 상대적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실제 거푸집 부실로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규격·품질표시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목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에 대한 규제인데, 기준 초과 목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아직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2012년 하반기 사전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적합 제품만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

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림청 목제품 품질표시 제도는 합판을 규격·품질 표시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체제 미비로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목제품 품질표

시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불량품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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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게다가 여기에는 제재목과 보드류 등이 제

외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시되는 목제품에 대한 품질표시 제도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3.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임업·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3.1. 수종의 변화

기온이 상승하면 북반구 식생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게 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중위도

지역의 경우 현재 기후대는 북쪽으로 약 150km, 고도는 위쪽으로 약 150m 정

도 이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2℃ 상승하면 남부 해안지

역에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들이 중부 내륙지역까지 확산되고 난대림이 중부 지

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상승하면 남한 지역의 대부분은 난대림으

로, 남부 해안 지역은 아열대림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측된다(국립산림과학

원, 2005).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인 소나무는 현재 전국에 분포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소나무 생육과 갱신능력이 유지되는 범위는 점차 북상하게

된다(그림 4-4). 2060년대 소나무 적정 생육범위는 지리산, 덕유산 등 남부 고

지대와 경북 북부, 강원도에 국한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점차 쇠퇴하거나 개

체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90년대에는 남한에서 강원 산간지

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 생육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소나무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병해충과 가뭄 때문에 고사율이 증가하고 후

대 갱신이 어렵거나 다른 수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전성우 외(2002)는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분포의 변화를 예측·평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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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2060년대> <2090년대>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4-4.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림 적정 생육분포 범위의 변화

시나리오
산림 이동 속도(㎞/yr)

0.25 0.5 1 1.5 2

A1 155.34 32.25 0 0 557.99

A2 700.97 591.72 558.48 557.99 0

B1 142.16 33.57 0 0 29.82

B2 102.22 46.44 29.82 29.82

주: A1은 세계화로 통합된 세계를 가정하며 낮은 수준의 인구 증가, 급속한 경제성

장, 효율적인 신기술의 재빠른 도입 가정임. A2는 지역적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

를 가정하며 높은 인구증가, 지역적이며 느린 경제성장, 신기술 도입 속도가 느

리다는 가정임. B1은 세계화로 통합된 세계를 가정; 낮은 수준의 인구 증가, 빠

른 경제 성장, 서비스와 정보 경제로의 전환, 청정 기술과 효율적인 기술 도입이

특징임. B2는 지역적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를 가정;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과 기

술 도입 등이 중간 수준임.

자료: 전성우 외(2002)

표 4-16.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부문 경제적 가치손실액 추정

단위: 1994 US 백만$/년

여 Holdridge 모형과 SRES 시나리오가 적용된 GCM을 이용하여 산림분포를

예측하고 산림의 이동속도에 따라 경제적 가치손실액을 추정하였다(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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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과 이동근(2006)은 생물기후학 모델인 Holdridge 모델을 이용하여 기

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식생대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후 영

향을 받지 않는 냉온대림과 난온대림은 45.18%이며, 나머지 54.82%는 기후변

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한대림(0.21%)은 냉온대림으로, 냉온대림

(40.45%)은 경북 내륙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난온대림으로, 남해안과 제주도

를 중심으로 13.96%의 난온대림은 아열대림으로 변화하여 생물종다양성에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진 외(2007)는 CEVSA(Carbon Exchange bw. Vegetation, Soil and

Atmosphere) 모델과 30년간의 기후자료, 토양자료, 식생자료 등을 이용하여 기

후변화에 따른 산림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침엽수림 면적은 현재 21,484km2에

서 7,038km2로 감소하여 주로 강원도 고지대에 일부 분포할 것이며, 활엽수림

은 주로 서남해안 지역에 분포하여, 현재 면적 28,768km2에서 64,698km2로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혼효림은 현재 7,408km2에서 65,809km2로 면적이 증

가하며, 주로 강원도 내륙과 백두대간, 일부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분포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임종환(미발표 자료)은 기온상승이 없을 경우에 비하여 100년간 1℃ 상승하

는 경우 바이오매스량은 증가 또는 유지되고 졸참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의 점유율이 증가하며 잣나무와 신갈나무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100년

간 2℃ 상승하는 경우는 기온상승이 시작한 후 150년이 지나면서 바이오매스

량이 감소하고 졸참나무, 개서어나무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잣나무와 신갈나무

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문춘걸과 김재욱(2008)은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소나무와 참나무류의 식생변

화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2단계 이산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는 가구당 연간 3,610원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인구총조사의 가구수를 곱하여 유실되는 경제적 가치는 연

간 약 570억원으로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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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의 증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에는 이로 인한 산림재해의 발생가능성이 증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안 산

불('96, ’00년), 2002년과 2003년도의 태풍(루사, 매미), 2011년도 집중호우 등

으로 인한 산사태를 포함하여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산림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재해로는 병해충과 산불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우선, 기온상승으로 아열대성 병해충 발생의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수목병원균의 하나인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1월 평균기운

이 0℃ 이상인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병원균은 원래 미국 남부와 멕시코, 하이

티 그리고 일본 큐슈 남부와 오키나와 등에 분포하였는데 1996년 국내에서도

발견되었고 현재 일부 확산 중에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피해를 일으키는 우리

대벌레와 대벌레는 토착종들이지만 대벌레류의 원산지가 열대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상승은 이들 해충의 생존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온난화에 의한 산림해충의 발생은 이미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 솔나방의 경

우 화기 변화가 의심되는데, 모니터링 결과 2000년대 솔나방의 발생이 이전에

는 1년 1회 발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2회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충의 발생 시기도 연도에 따라 변이가 있어 과거에는

주로 8월에 채집되었으나 최근에는 7~9월에 채집된다고 한다(Kwon 외, 2002).

이외에도 최근 발생되는 돌발 해충 가운데 남방계로 의심되는 꽃매미가 있다.

이 해충은 최근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7년 발생밀도가 매우 높아 문

제가 되었다. 또한 최근 서해 대청도에서 아열대성 나방류가 10여 종 발견되어

국내 생태계에 남방계 곤충이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원일, 2009).

기후변화는 평균 기온 상승 또는 강수량 증가만이 아니라 변동성의 증가를

동반한다. 이 때문에 대기 불안정도와 건조도가 높아지고 이는 대형 산불의 발

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형 산불의 발생은 인명 및 재산피해와 동시에

산림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대량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초래하여 지구온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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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

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고온건조한 날씨가 길어져 봄철 대형 산불의 발생은 물

론 겨울가뭄으로 인해 1월에 발생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산림병해충과 산불 등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들에 특히 취약

한 침엽수림의 피해를 증대시킨다. 목재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수종이 침엽수이

므로 침엽수림의 피해 증대는 목재산업 원료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임업 생산의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785 599 271 544 516 405 418 389 570 282

봄 (3∼5월) 625 391 201 276 331 251 191 196 377 118

여름(6∼8월) 28 29 3 42 7 1 18 4 17 21

가을(9∼11월) 56 33 22 43 35 55 21 83 59 49

겨울(12∼2월) 76 146 45 183 143 98 188 106 117 94

자료: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표 4-17. 계절별 산불발생 빈도

3.3. 임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임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 먼

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변화이다.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는 온대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면서 침엽수림의 생

육범위를 감소시키고 활엽수림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 인공림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생장이 빠른 침엽수종이

며 이들 수종의 생육가능 범위가 감소하게 되면 목재 공급능력의 축소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시에 따른 목재가격의 변

화이다. 국제적으로 불법벌채의 규제, 산림흡수원 기능의 강화,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의 도입 확대, 바이오매스 수요 증대 등은 국제 목재가격을 상승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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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증대 정책은 목재산업

의 원료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목재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목재가격의 상승은 목재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다.

<표 4-18>은 국산재 공급의 가격과 입목축적에 대한 탄성치이다. 침엽수와

활엽수 국내재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며 축적에 대해서 탄력적이

다. 국내재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격변화보다 산림자원량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재가격이 상승하여도 국내재 공급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목재가격 1% 상승에 대한 국내재 공급증가는 침엽수

0.56%, 활엽수 0.09%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입목축적의 변화가 국내재 공급

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목재산업에서 원료로 활용

하는 침엽수의 면적 감소가 전망되므로 침엽수 국산재 공급 감소는 크게 나타

날 것이다. 활엽수 자원이 증가하여 활엽수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이는 표고버

섯 자목과 펄프용재 외에 적당한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내구성 목재산업의 진

흥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국내 침엽수 공급능력을 감소시키고

침엽수를 주로 이용하는 목재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고 시장의 적응과정을 거치

므로 단기적으로 목재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임업 정책은 온도상승에 적응할 수 있으면서 생장이 빠른 수종의 탐색과 양묘

등 조림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침엽수
입목축적

침엽수
입목가격

활엽수
입목축적

활엽수
입목가격

침엽수 일반용재 2.57 0.56

활엽수 일반용재 1.49 0.09

자료: 주린원 외(2007)

표 4-18. 국산재 공급에 대한 탄성치



84

제5 장

기후변화 대응 목재수급의 정책과제

1. 기후변화 대응에서 목제품의 역할

나무는 자라면서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의 탄소를 흡수·고정하고 그 고정한

탄소는 목재·목제품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목조주택이나 가구 등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그 안에 저장된 탄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목

조주택은 제 2의 숲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목재는 철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자

재와 비교하여 제조·가공에 필요한 에너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다른 자재 대신

에 목재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된다. 또 목재

에너지는 연소하여도 대기의 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탄소중립적인

(carbon-neutral)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재를 화석연료 대신 사용하면 그

만큼 탄소배출 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목재의 이용은 숲이 흡수한 탄소를 인

간 사회로 가져와 저장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 저탄소 사회의 실현,

순환형 사회의 구축에 공헌할 수 있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조주택과 가구, 종이제품,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다

양한 용도로 목재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5-1>은 산림경영의 탄소고정 효과를 가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경영

림이나 비경영림은 탄소고정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목제품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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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ppke and Perez-Garcia (2008)

그림 5-1. 산림경영의 탄소저장 효과

용하고 다른 재료 또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였을 때 탄소고정 기능이 더욱 강화

되는 것을 보여준다.

화석연료 집약적 재료를 목제품으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데, 이를 정량화하는 데에는 전과정평가(LCA, Life-cycle assess-

ment)가 주로 이용된다. LCA는 어떤 제품에 대해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cradle to grave) 전과정(life-cycle)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정량화하여 지구온

난화, 부영양화, 오존층 고갈, 생태독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범주별로 도

출한다.

LCA를 통해 재료 또는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의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건조목재 1kg을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

용할 때 약 2kg의 CO2 저감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목조주택의 구조재를 철

재 대신 목재 I-joint로 대체하면 약 10kg의 CO2가 저감된다. 또 콘크리트 구조

재를 대신할 경우에는 약 3.5~3.8kg의 CO2 배출 저감효과가 있다(Lippke and

Oneil, 2010). 이는 목재를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철

또는 콘크리트 등 화석연료 집약적 재료를 대체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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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배출 과 정 배출

제조과정 직접배출 운송

연료연소: 펄프 종이 207.0 요람에서 문까지 21.0

연료연소: 목제품 25.6 문에서 소비자까지 26.7

연료연소: 전환 26.2 소비자에서 무덤까지 3.6

폐기물 메탄 발생 26.2 소 계 51.2

소 계 297

제품이용

전기구입 관련 배출 배출 0

펄프 종이 106.0 탄소축적증가효과: 종이제품 -20

목제품 48.8 탄소축적증가효과: 목제품 -243

전환 38.7 소 계 -263

소 계 193

최종처리

목재 생산 18.2 연소 3.0

종이 관련 메탄 발생 176.0

화학품 및 화석연료 배출 매립지 탄소축적증가: 종이제품 -67.0

비섬유 투입: 펄프 종이 34.9 목제품 관련 메탄 발생 58.6

비섬유 투입: 목제품 22.4 매립지 탄소축적증가: 목제품 -93.6

화석연료: 펄프 종이 30.5 소 계 77.1

화석연료: 목제품 4.6

소 계 92.4 합 계 467

자료: Miner (2010)

표 5-1. 목재산업 가치사슬에서 탄소 배출과 고정, 2006/2007

단위: 백만 CO2톤/년

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구성 목제품으로 우선 사용하고 폐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단계 이용방식이 온실가스 배출저감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분석은 국내에서도 행해진 바 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목조 주택

으로 대체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Cha, 2009), 단독

주택(연면적 174㎡) 한 채를 건축할 때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근콘크리

트 주택이 약 133 tCO2, 목조주택이 약 51 tCO2로, 배출저감효과는 약 82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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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목조주택에 사용된 목재가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6 tCO2로 이는 산림이 흡수하였던 탄소가 수확된 목제품으로 이동한 것이다.

목조주택은 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된

다. 그리고 목조주택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목재 15.5톤(건중량)을 열병합 발

전소에서 열원으로 이용하면 발전용 석탄을 대체하여 추가적으로 22.6 tCO2의

온실가스 배출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은 지구차원의 목제품 가치사슬에서 탄소배출과 고정을 추정한 것

이다. 목재는 제품으로 이용되거나 매립으로 최종 처리될 때 탄소고정 효과가

발생한다. 목제품 가치사슬 전체의 탄소배출량은 890백만 tCO2이며 이 가운데

탄소고정량 424백만 tCO2를 제외하면 순탄소배출량은 467백만 tCO2이다. 제

품별로 비교하면 종이제품의 탄소고정 효과는 목제품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종이제품이 목제품보다 분해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제품 이용

을 증진할 때 탄소저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2. 우리나라 목재수급의 SWOT 분석

2.1. 목재수급의 SWOT 분석

목제품은 친환경적이고, 자연소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쾌적함을 주는 소

재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며, 탄소 저장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적절히 관리한다면 지속가능하게 생산

할 수 있는 재생가능 자원이다. 이러한 특성은 순환형 사회의 실현, 저탄소 사

회의 구축에 기여하는 장점이 될 것이다.

반면, 목재가공과 이용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대체로 규모가 영세

하여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혁신이 어려운 실정이다. 목재소비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목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디자이너가 부족한 점은 목재산업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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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Opportunities)

목질계 에너지원 수요증가

⇩

목제품 탄소계정

포함

⇩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

⇩

입목축적의 성장

⇩

강 점(Strengths) 약 점(Weaknesses)

▪제품의 친환경성

▪목재 탄소저장 기능

▪에너지절약형 원료

▪영세한 구조

▪노동비용 상승

▪목재 문화 부재

▪목재전문 디자이너 부족

▪국내 임업의 부진


목제품 규제 증대


에너지 부문과

자원 경합


국제 원목가격 상승


산림생산성 저하


원료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원목수요 증대

위협(Threats)

그림 5-2. 목재산업의 SWOT 분석

전하는 데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목재산업을 뒷받침하는 임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재수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

는데, 그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1.13 제정)’에 담겨 있다. 여기

에서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

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

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임업·목재산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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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잘 부합된다. 아울러 제55조는 ‘나무 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

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

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다. 그리고 고유가로 인하여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도 포스트 교토의정서에서 목제품의 탄소계정 반영이 인정되어 목

제품의 이용 증대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목축적이 꾸준히 성장하여 벌기령에 가까워지는

것도 목재산업의 원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호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움직임은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라 목재 수확과 무역에서 규제가 증가하여 국제 원목가격 상승요인이 된다

는 점,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로 수요부문의 자원 경합이 증대하

여 원료확보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점, 이웃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목재 수

요가 크게 증가하여 해외자원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은 우리나라 목

재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 요인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목재수급과 목재산업의 성장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적으로 원료와 제품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와

관련되는 정부 정책과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계와 정부는 이러한 요

인들에 대응하여 적절한 발전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2.2. 목재수급의 발전 전략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둘러싼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평

가하면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S-O 전략, 강점요인을 최대한 살려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S-T 전략, 약점요인을 보완하는 W-O 전략, 약점요인을 극복

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W-T 전략을 <그림 5-3>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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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 약점(W)

기

회

(O)

S-O 전략

Ÿ 목재 건축재료의 개발·보급

Ÿ 공공부문 목재 소비 증진

Ÿ 목질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 원료

개발

Ÿ 산업간 협력(목표관리제 활용)

W-O 전략

Ÿ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Ÿ 목재공급능력 강화

Ÿ 벌채규제 완화

Ÿ 기술개발

Ÿ 목재 공급원의 다양화

Ÿ 해외 산림자원 개발

Ÿ 미이용 간벌재의 활용 증대

Ÿ 전문인력 양성

위

협

(T)

S-T 전략

Ÿ 목재이용 촉진 국민 캠페인

Ÿ 목재교육, 목재문화 육성

Ÿ 탄소 저장량 표시제도

W-T 전략

Ÿ 제조과정의 혁신

Ÿ 기술표준, 품질인증

Ÿ 다양한 목제품 개발

Ÿ 공학목재, 프리컷 기술개발

Ÿ 바이오매스 다단계 이용

Ÿ 임목 생산·수집 시스템 개선

그림 5-3. 목재산업 발전 주요 전략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와 재생에너지원 수요증가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야 한다. 목재 이용의 확대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

는 것임을 홍보하여 공공부문이 목재소비에 솔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친환경 내구성 목제품의 개발과 보급,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목표관리

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목제품은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며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재료이다.

이러한 특성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다른 재료와 차별화

하여야 한다.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면 목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목재와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

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임을 알리는 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목재·목제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

환되면 목재소비도 크게 진작될 것이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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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목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산림경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목재생산과 수집

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벌기령에 도달한 숲에 대해서는

수확이 용이하도록 벌채규제를 완화하거나 농지를 활용한 단벌기 목재생산림

조성, 미이용 간벌재의 활용 증대, 해외 산림자원 개발 등으로 목재 공급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이는 나아가 임업의 진흥, 산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다. 또 다양한 형태로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데, 목조건

축 설계 전문가 또는 목가공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이 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도 필요하다. 목재산업의 시설을 개선하여 가공수율을 높이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소경재를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집성재 등 공학목재 생산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목조주택 건축의 효

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프리컷 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목제품에 대한 기술표준의 정비, 다양한 용도의 목제품 개발, 임목

의 생산·수집 시스템의 개선, 바이오매스의 다단계 이용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목재수급의 정책과제

3.1. 수요측면

3.1.1. 목재이용 촉진 캠페인

우리나라 목재수요는 장기적으로 정체상태에 있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지 않

으면 훗날 국내 목재 공급능력이 개선되어도 공급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다. 산림의 탄소고정량 증대와 임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재수요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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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결하다. 특히 국산재를 이용하는 것은 산림과 목재이용의 순환(조림

→육림→수확 이용→조림)을 유지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숲으로 수익을 환원하여 농산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국민들에게 목재가 가진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홍보하여 목재이

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목재의 친환경성, 탄소고정 효과 등을 집중

홍보하고 국민들이 목재와 가까워지는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

목조주택 수요자와 건축가, 목구조 종사자 등에게 목재이용의 특성과 기술을

전파하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 종사자들이 목재의 미적 특성을 활용

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교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일본의

‘나무사용운동(木づかい運動)’, 캐나다의 ‘Wood Works! BC', 영국의 ‘Wood

for Good’, 뉴질랜드의 ‘NZ Wood', 호주의 ’Wood Naturally Better' 등이 참고

가 될 것이다.

3.1.2. 건축재 등 내구성 목제품의 개발·보급

목제품의 탄소고정 기능을 강화하려면 오랜 기간 유지되는 내구성 제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이제품도 친환경적이고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내구성이 짧아 탄소고정기간이 길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내구성 목제품은 목조건축물이다. 건축물은 적어도 수십년 이

상 유지되며 특히 목조 건축물은 관리에 따라 수백년 이상 유지되기도 한다.

건축에 사용된 목재는 건축물의 수명 이상으로 탄소를 저장한다. 그리고 목조

건축물은 철제 또는 콘크리트 등 화석연료 집약적인 재료를 대체하여 영구적

인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한다. 이러한 목조건축의 증대는 우리 사회의 탄소고

정 능력을 높이고 저탄소 순환형 사회구축의 기본이 된다.

목재는 다른 구조용 재료에 비하여 가벼우면서 강하며 가공이 쉽고 보온과

단열성이 탁월하며 나뭇결이 아름다운 등 건축재료로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목재는 건축공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건축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

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목재는 옹이나 할렬 등 결점이 존재하며 재질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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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고, 대경재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 등 공업용 재료로서 문제점도 있

다. 이에 개발된 것이 공학목재(Engineered wood)이다. 목재 접착기술이 발전

하면서 다양한 공학목재가 개발되었는데, 집성재, LVL, OSB 등이 그것이다.

공학목재는 대형 건축물에 활용될 수 있는데, 긴 경간이 요구되는 부위에 구조

용 집성재나 목재 I형장선, 단판적층재(LVL)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학목재의 발전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부 업체들이

공학목재 생산에 나서고 있으며 휴양림 건물과 한옥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아

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분야의 기술개발이 진행되면 철제 또는 콘크리

트 구조물을 목재로 대체할 수 있고 대형 건물의 목조화도 용이해진다.

그리고 목조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목재의 절단과 이음새 가공 등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가공하

여 현장에서 조립한다면 시공기간을 단축하고 현장폐기물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프리컷(precut)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프리

컷 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3.1.3. 공공부문의 목재소비 증대

우리나라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거문화가 정착되어 다른 나라와 달리 주

택부문에서 목재수요를 단기간에 증진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목제

품은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증진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

의 목재소비를 이끌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솔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물 건축

의 목조화, 목질 내장재 이용 증대 등을 솔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을 목조화하거나 내장재를 목질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된다. 목재사용은 시설이용자 또는 어린이들에게 쾌적함과 안락함을 제

공하고 정서안정에 도움이 된다. 특히 대형 공공건물의 목조화는 상징성이 높

고 건축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기술발전과 노하우 축적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목재를 이용한 가드레일, 고속도로 차음벽, 공원 울타

리 등 공공시설 공작물을 목재로 설치하면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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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쾌적함을 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에서 플라스틱이나 철제 제품보다 목제품을 우선 구매하

면 제조업자들은 이들 제품에서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사무용품, 소모품 등에서도 목재 또는 종이로 만든 제품을 우선 구

매하여 공공기관이 솔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만, 공공조달 물품에서 친

환경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요구하여 제품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

어야 한다.

3.1.4. 목제품 탄소 표시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목

재를 비롯하여 각종 자재들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하는 정도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수치화·시각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에는 전과정평가(LCA)를

활용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원재료의 조달부

터 폐기, 재활용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의 탄소성

적표시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응용하여 목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재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량을 수치화하는 것은 친환경 소비자의 구매

를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목재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3.1.5. 배출업체 목표관리제 활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또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의 목표를 부과하는 것이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와 같은 친환경 건

축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에너지원으로서 목질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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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률
집재작업시간

(60㎥/ha)
단위재적
집재비용

인력집재작업(수라 이용) 0.67㎥/일·인 20일 2시간 104,448 원/㎥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 이용 3.8㎥/일·인 7일 1시간21분 29,968 원/㎥

타워야더 이용 집재 7.3㎥/일·인 3일 4시간27분 23,032 원/㎥

자료: 김재환·박상준(2010)

표 5-2. 숲가꾸기 작업의 산물 수집 비용 분석

한다. 이미 목표관리제에 대비하는 일부 대기업에서는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운 기업들은 탄소상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목표 달성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상쇄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즉 조림과 숲가꾸기

등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산림보전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상쇄부분을

기업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는 기업들이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

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3.2. 공급측면

3.2.1. 산림경영 인프라의 확충

임업생산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임도가 갖추어지면 우선 접근거리가 10~30% 단축되고 이용

면적은 10~20배가 확대되며 특히 목재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산

물 수집비용은 40~140%를 절감할 수 있다. 임도밀도가 10m/ha 수준이 되면 연

간 산림경영비를 24~29%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재를 저비용

안정 공급하는 데에 임도는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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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도 설치 위치별

계곡임도 능선임도 산복임도 복합(계곡∼능선)임도

접근거리 단축 12∼30% 9∼13 8∼16% 12∼20%

이용면적 확대 9∼15배 12∼19배 13∼19배 11∼16배

㎥당 임목수집비 14∼21천원
계곡임도의

40∼113%

계곡임도의

53∼77%

계곡임도의

55∼136%

자료: 산림청(2004)

표 5-3. 임도의 효과

그리고 숲가꾸기 산물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 측면에서나 비

용 측면에서도 기계화가 더욱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농산촌의 인력 확보가 어

려워지고 노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기계화 없이 임업생산 증대는 어

려운 실정이다. 기계화는 산물수집의 작업능률을 5~10배 향상시키고 집재비용

을 1/4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업 기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

므로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 및 작업시스템의 개발과 오퍼레이터의 교육·훈련

도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산림작업 물량의 확대로 규모화하여 임업 기

계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3.2.2. 숲가꾸기를 통한 목재공급 확대

기후변화는 병해충과 산불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손쉬운 것이 숲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숲가꾸

기를 통해 밀도를 조절하면 나무의 뿌리경쟁을 해소하여 가뭄피해를 완화할

수 있고 수목의 활력을 높여 병해충에 대한 내성 증진, 대형 산불의 발생가능

성 억제, 맑은 물 공급에도 기여한다. 숲가꾸기는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과정에

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숲가꾸기는 산림건강을 증진시키고 탄소배출의 원인이 되는 산불과 병해충

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면서 바이오매스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

는 산물은 보드류, 펄프, 목재펠릿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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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미이용 간벌재의 활용 증대

목질 바이오매스는 발생형태에 따라 ‘임지폐잔재’, ‘공장잔재’, ‘건설폐잔재’

3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공장잔재는 공장내 목재건조용 보일러의 연료 또

는 제지용 원료로서 대부분 이용된다. 또, 건설폐잔재는 재이용이 정착되어 있

고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용 연료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이용

간벌재는 매년 약 4백만 m3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집·운반의 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어 대부분 반출되지 않고 숲속에 방치되고 있다.

공장잔재와 건설폐잔재 발생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새로운 목재수

요에 대처하기 위해 숲속에 버려지는 임목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간벌재를 반출·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거래가

격도 낮기 때문에 이용증대가 쉽지 않다. 미이용 간벌재의 이용을 높이려면 임

도망 정비, 산림시업 집약화, 집재효율 향상 등으로 집적비용 절감, 규모 확대

로 수송비용 절감, 고성능기계 도입에 의한 칩 제조비용 절감 등 저비용 안정

공급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벌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목집재

작업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제재용, 합

판용, 보드용 등 각 용도별로 원료를 공급하고 또 임지에서 발생되는 임지부산

물을 전량 활용함으로써 바이오에너지 원료뿐만 아니라 보드류 제조업의 원재

료 부족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소경재 국산재 활용증대를 위하여 기계설비 교체의 50%를 정부지원

하고, 원목 운송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100km 이상인 경우에는 2천 엔/m3, 50

km 이상에는 1천 엔/m3으로 원목 운송비용을 보조하여 안정적인 원목공급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촌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3.2.4. 바이오매스의 다단계 이용

제재톱밥 등 가공잔재, 숲가꾸기 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연료로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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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용으로

연소하는 것은 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체효과를 일부

없애버리게 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품원료용으로 사용하고 재사용 또는 재

생이용하고 최후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매스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목재 이용과 경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업계의 RPS 제도가 시행되면서 목

재수요가 증가하여 합판·보드업계에서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

이오매스의 직접적 에너지 이용은 화석연료 대체효과가 있어 긍정적이지만 목

재의 다단계 이용에 부합하지 못한다. 목재이용에서 목재에 고정된 탄소가 장

기간 저장되도록 건축자재로서 이용된 후 폐목재를 목질보드와 종이 제조 등

에 이용하고 마지막에 연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계간의 협력과 제

도화로 다단계 이용을 확립하여야 한다.

3.2.5. 산림인증 목재의 유통

1992년 지구정상회담에서 열대지역의 산림감소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루어

지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후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천과 목제품의 투명한 유통을 목표로 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

는 합판의 90% 이상은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한 조림목을 사용하고 있으

며, 일부 업체는 FSC-CoC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목제품들에

서 산림인증의 취득 비율은 낮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정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산림인증의 도입이

필요하다. 목재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산림의 훼손을 가져와서는 안 되기 때문

이다.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REDD+ 사업에서도 산림의 지속가능성 요

건으로 산림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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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은 정부 목제품 조달기준에서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으로 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확된 목재는 온실가스 배

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인증제도는 시장에서 불법벌채된 목재·목제품을 퇴

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불법벌채된 목재를 배제하고 지속가능

성이 명확한 목재를 유통시킬 책임이 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와 목재산업 진

흥 차원에서 합법성이 확인되는 인증목재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2.6. 목질 바이오에너지와 원료 개발

목재는 전통적으로 합판, 제재목, 보드류, 종이제품 등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

다. 그러나 목재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은 매우 다양하다. 목질 바이

오매스 가운데 기존의 제품 원재료 이용을 촉진하고 용도의 확대 및 다단계 이

용을 도모하여 화학적 또는 생물적 작용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

술 등의 연구개발 추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목질 바이

오매스의 에너지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에서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

용 추진, 그에 관한 정보 제공, 연구개발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모든 석유화학 제품 생산이 가능하므로

기술 발전에 따라 바이오매스 산업은 일상생활과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이다. 다만 인프라가 튼튼한 석유화학 제품에 비해 경제성에서 뒤

지고 있을 뿐이다. 이미 바이오매스로부터 화학제품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이 상당부분 확립되어 있다.

3.2.7. 목재공급원의 다양화

우리나라 산림은 경사가 급하여 수확비용이 높고 벌채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기 때문에 임목수확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새로운 목재공급원을 개발할 필

요성이 있다. 한계농지 또는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단벌기 목재생산림(SRC,

Short Rotation Coppice)을 조성하고 에너지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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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 전환하면 수목 자체는 물론이고 토양의 탄소저장 기능도 증가시켜

기후변화 대응효과가 크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칩 또는 펠릿으로 가공

하여 농촌 원예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순환형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

게 된다. 그러나 농지 조림은 산림전환행위로 여겨지며 농지보다 토지가격이

낮아 농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조림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유휴농지에 속성수

를 심어 연료림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흡수 및 농촌

경관자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관직불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료용재로 활용할 수 있는 속성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정책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산림만으로 산림흡수원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해외 산림에 대

한 CDM 사업, REDD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의 부족한

목재공급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2.8. 기술표준 정비

산림청 목제품 품질표시 제도는 합판을 규격·품질 표시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체제 미비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여기

에는 제재목과 보드류 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목제품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표시를 정

비하여 제품의 표준화와 저품질 제품들의 시장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목제품은 이용범위가 넓고 다양한 제품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보증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야 한다. 아울러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규격 및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국내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7

7 일본은 JAS 또는 JIS 규격 대상 품목 이외의 목제품에 대해서는 AQ 인증을 통하여

제품성능을 보증하고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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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제조과정 혁신

내구성 목제품 생산을 늘리려면 제재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재업은 업체수가 많고 규모화되어 있지 못하다. 제재업의 기술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제재수율에서도 일본의 50%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내 목

재산업이 인력부족에 대응하고 목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가공시설의 자

동화, 컴퓨터 이용을 통한 정밀화 등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사인력

의 전문성 강화, 시설개선 등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목재산업이 처한 현실을 보았을 때 대경재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므로

소경재를 활용한 기술개발, 목제품 이용자들의 작업공정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학목재의 개발, 프리컷 기술의 개발을 위해 산학

연 공동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3.3. 기타

3.3.1. (가)목재이용촉진법 제정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에 목재이용 촉진이 필요하지만 현실

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이를 정리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산

림정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경영의 산물인 목재의 이용 촉진

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목재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목

재문화의 계승·교육,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목재수급 계획의 수립 등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구온난

화 방지 등에 공헌하는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 캐나다의 ‘목재우선

법(Wood First Act)’ 등이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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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목재관련 통계와 정보의 정비

국유림은 원목을 공매하게 되므로 비교적 정확한 생산량과 가격 자료가 작

성되고 있으나 민간 시장의 목재가격과 유통에 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한 실정

이다. 특히, 문화재용, 한옥용 등 특수용도 목재는 규격과 임목상태에 따라 가

격차가 크고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사유림은 벌채

허가량 기준 원목 환산량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과 사용처에 대

한 흐름 파악이 어렵다.

목재가격에 대한 정보는 물가 관련 정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6개 품목에

불과하고 신뢰성이 높지 않다. 대부분 생산업체의 자체 공표가격으로 비싸게

산정되어 다량소비, 가격인하, 산업화 촉진에 장애가 있다. 따라서 공신력있는

목재·목제품 시장가격 조사 및 공표 방안을 개발하여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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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결론 및 요약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제조과정에 에너지가 적게 들고, 화석연료

집약적인 재료를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로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목재이용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연

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내 정책들이 우리나라 목재수급과

목재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목재 산업 발전의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기후변화는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 있는데 산림과 임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임업부문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활동은 조림/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

용이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목재·목제품 이용은 탄소배출 저감활동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에서 목제품의 탄소계정 포함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제품의 이용 증대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은 흡수원이기도 하지만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는

탄소배출원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REDD+ 활동이 탄소배출 감축으로

인정받을 전망인데 이러한 활동은 국제 목재공급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리

고 불법벌채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불법벌채 목제품의 교역을

규제하는 정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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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은 목제품의 이용 증대를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지속가능한 설계 관련 제도로써 건축에

서 목재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확대

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건물의 목조화, 지역재 이

용 촉진, 목재사용 캠페인 등을 통해 목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목제품

의 이용이 저탄소 순환형 사회 구축과 농산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목재이용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목재의 특성과 장점을 알리고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목재문화

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목재소비는 연간 2,700만 m3 내외에서 추이하고 있는데 목재소비

의 정체는 훗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장애가 될 것이다. 2011년 기준 목재자

급률은 13.5%에 불과하다. 목재자급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대부분 펄프용재와

보드류 용재 등 저급재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빈약한 산림자원, 부족한

산림경영 인프라, 산주의 의욕부진, 높은 산물 수집·반출 비용 때문에 목재공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혁신이

어렵고 목재소비에 대한 문화와 목재가공 전문 디자이너가 부족하여 목재산업

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취하고 있는데 이는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

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신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해 산림생산성이 저하되고 목재 무역에서 규제가

증가하여 국제 원목가격 상승요인이 된다는 점,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

로 목재자원 경합이 증대한다는 점은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와 재생에너지원 수요증가 등 기회요인을 활용

하여 목재이용의 확대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것임을 홍

보하여 공공부문이 목재소비에 솔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친환

경 내구성 목제품의 개발과 보급,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목표관리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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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면 목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재·목제품에 대한 국민인식이 전환되면 목재소비도 크게

진작될 것이다. 목재산업에 대한 원목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공급원을 다양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벌기령에 도달한 숲에 대해서는 수확이 용이하도록 벌

채규제를 완화하거나 농지를 활용한 단벌기 목재생산림 조성, 미이용 간벌재의

수집·활용 증대, 해외 산림자원 개발 등으로 목재공급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목재산업의 시설을 개선하여 가공수율을 높이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

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목제품에 대한 기술표준의 정비, 공학목재를 비

롯하여 프리컷 기술 등 다양한 용도의 목제품 개발, 임목의 생산·수집 시스템

개선, 바이오매스의 다단계 이용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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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의 목재이용 촉진 관련 법률

1.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0년 5월26일 법률 제36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목재이용의 촉진이 지구온난화 방지, 순환형 사회의 형성, 삼

림이 가진 국토보전, 수원함양, 기타 다면적 기능의 발휘 및 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공건축물에서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공공건축물 정비

에 쓰이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 확보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여 목재의 적절한 공

급 및 이용의 확보를 통한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삼림의 적정한 정비 및 목재 자급률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① 이 법률에서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제시한 건축물(건축기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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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정비하는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쓰이는 건

축물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정비하는 학교, 노인홈 기타 전

호에서 제시한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

② 이 법률에서 ‘목재 이용’이라 함은 건축기준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주요

구조부, 기타 건축물의 부분 건축재료, 공작물의 자재, 제품의 원재료 및 에너

지원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기타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들 목재를 사용

한 목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목재제조의 고도화’라 함은 목재 제조업자가 공공건축물 정비

에 쓰이는 목재 제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정비, 고도한 지식 또는 기술을 가

진 인재의 확보, 기타 조치를 행하여 공공건축물 정비용으로 공급하는 목재의

공급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 ① 국가는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

한 조언, 기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국가는 일반 이용에 쓰이는 것, 기타 제2조제1항제1호에 제시한 건축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목재 수요 증진을 위해 스스로 솔선해서 공공건축물 정비에

서 목재 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는 목재 수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목재 이용의 촉진 방안 지원에 필

요한 재정상 및 금융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국가는 목재이용 촉진에서 공공건축물 정비에 사용되는 목재가 적절히 공

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재 제조의 고도화 촉진, 기타 공공건

축물 정비에 쓰이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국가는 건축물에서 목재의 건축재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목조 건축물 관

련 건축기준법 규제에 대해서 목재의 내화성 등에 관한 연구 성과, 건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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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의견, 다른 나라의 규제 상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와 기타 조치를 강구한다.

⑥ 국가는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 인재 육성, 기타 목

재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⑦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해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 실시에 관한 국민의 노력을 요구하도록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4조 지방공공단체는 관할구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국가 시책에 준해

서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서 목

재이용에 노력한다.

(사업자의 노력)

제5조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목재이용 촉진에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

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이용 촉진 시책에 협력한다.

(국민의 노력)

제6조 국민은 목재이용 촉진에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

시하는 목재이용 촉진 시책에 협력한다.

제2장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

(기본방침)

제7조 ①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공공건축물에서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기본방침)을 정해야 한다.

② 기본방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의 의의 및 기본 방향

2.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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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가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서 목재 이용의 목표

4.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각성각청의 장(재정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각성각청의 장)이 정하는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 계획의 기본 사항

5. 공공건축물 정비에 쓰이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 확보의 기본 사항

6. 기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본방침은 공공건축물에서 목재이용의 상황, 건축물에서 목재이용에 관한

기술수준,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④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정세의 추이에 의

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방침을 변경한다.

⑤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미리 각성청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⑥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한 때

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각성각청의 장 및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해야 한다.

⑦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매년1회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조치의 실

시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도도부현의 방침)

제8조 ①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에서 공공건축물 목

재이용 촉진에 관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방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도도부현의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시책에 관한 기본 사항

2. 해당 도도부현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목표

3. 해당 도도부현의 공공건축물 정비에 쓰이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 확보

에 관한 기본 사항

4. 기타 해당 도도부현의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방침을 정하거나 또는 이것을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관계 시정촌장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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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의 방침)

제9조 ① 시정촌은 도도부현 방침에 따라 해당 시정촌에서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방침(시정촌 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정촌 방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시정촌의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시책의 기본 사항

2. 해당 시정촌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목표

3. 기타 해당 시정촌의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시정촌 방침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해당 시정촌의 공공건축물 정비

에 쓰이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 확보의 기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정촌은 시정촌 방침을 정하거나 또는 이것을 변경한 때는 지체없이 이것

을 공표한다.

(목재제조 고도화 계획의 수립)

제10조 ① 목재 제조업자는 목재제조 고도화에 관한 계획(목재제조 고도화계

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목재제조 고도화계획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목재제조 고도화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재제조 고도화의 목표

2. 목재제조 고도화의 내용 및 실시 기간

3. 공공건축물 정비에 쓰이는 목재의 제조용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해당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삼림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해 수립된 지역삼림계획의 대상이 되는

동항에 규정된 민유림(동법 제25조 또는 제25조2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안림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안시설지구, 해안법 제3

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해안보전구역의 삼림(삼림법 제2조제1항에 규

정하는 삼림. 제4항에서도 동일)을 제외)에서 3호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개발행위(삼림법 제1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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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재제조의 고도화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액 및 조달방법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목재제조 고도화계획이

기본방침에 따라 적절하고 목재제조 고도화를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다

고 판단될 때는 인정을 하도록 한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제2항제4호에 제시된 사항이 기재된 목재제조 고도화계획

에 대해서 제1항의 인정을 하려고 할 때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제시된 사항

에 대해서 동항제3호의 시설정비에 쓰이는 삼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

현 지사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삼림법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동의를 하도록 한다.

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동의를 하고자 할 때 도도부현 삼림심의회 및 관계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목재제조 고도화계획의 변경)

제11조 ① 제10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목재제조업자)는 해당 인

정에 관계되는 목재제조 고도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 농림수산성령에서 정

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다.

② 인정목재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의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인정목재제조업자가 제10조제1항 인정에 관계되는 목재제

조 고도화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

경의 제출이 있었을 때는 그 변경후의 것)에 따라 목재제조의 고도화를 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해서 준용한다.

(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지원법의 특례)

제12조 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지원법 제2조제1항의 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



112

에서 인정목재제조업자가 인정목재제조 고도화계획에 따라 목재제조의 고도화

를 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동법 제5조제1항의 규

정에 상관없이 12년 이내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삼림법의 특례)

제13조 인정목재제조업자가 인정목재제조 고도화계획(제10조제2항제4호에 제

시된 사항이 기재된 것에 한함)에 따라 동항 제3호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개발

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삼림법 제10조의2제1항의 허가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국유시설의 사용)

제14조 국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공공건축물 정비에 쓰이는 목재의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는 자에게 국유의 시험연구시설을 사용하도록 하

는 경우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그 사용 대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정할 수 있다.

(보고의 징수)

제15조 농림수산대신은 인정목재제조업자에게 인정목재제조 고도화계획의 시

설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벌칙)

제16조 ① 제15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보고를 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

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제1항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 동항의 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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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이외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

(주택의 목재이용)

제1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가 단열성, 조습성 등에 우수하고 자외선

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다는 점, 국민의 목조주택에 대한 지향이 강하다는 점,

목재 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재 이용 주택

의 건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자에게 정보 제공 등의 지

원, 목조주택 관련 전시회 개최, 기타 그 수요 개척을 위한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공시설 공작물에서 경관 향상과 쾌적함을 위한 목재 이용)

제18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를 이용한 가드레일, 고속도로의 차음벽,

공원 울타리, 기타 공공시설에 관계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 주위에 양

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

재를 이용한 공작물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기술적 조언, 정보 제공 등의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목질 바이오매스의 제품이용)

제19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바이오매스(동식물 유래의 유기물 자원을 말

하며, 원유, 석유가스, 가연성 천연가스 및 석탄은 제외) 가운데 나무에서 유래

하는 것에 대해서 펄프, 종이 등 제품의 원재료 이용 등 종래부터 행해지는 이

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의 확대 및 다단계 이용(우선 제품의 원재료로서

이용하고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도모하여 제품의 원재료로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목질 바이오

매스를 화학적 방법 또는 생물적 작용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

등 연구개발의 추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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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질 바이오매스를 화석자원의 대체 에너지로

서 이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및 나무의 벌채 또는 간벌에 의해 발

생하는 미이용 목질 바이오매스의 유효 이용에 도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에서 그 이용

의 촉진,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이용 관련 정보의 제공, 기술 등 연구개

발 추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해서 6개월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법률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법률의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하는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案)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목재이용을 추진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방지, 순환형 사회 형

성, 삼림이 가진 다면적 기능의 발휘 및 산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함과 동시에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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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 ① 목재이용의 추진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류 공통의 과제임

과 동시에 일본의 긴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고려하여 삼림순환(삼림에 관해, 조

림, 육림, 벌채, 목재이용 및 재조림이라는 순환이 적정히 행하여지는 것을 말

함)을 촉진하여 삼림의 적정한 정비 및 보전이 행하여져 삼림의 이산화탄소 흡

수 및 고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함과 동시에 목재의 건축자재 이용을 촉

진하여 이산화탄소의 대기 배출이 억제되도록 행하여야 한다.

② 목재이용의 추진은, 목재가 삼림에서 재생산 가능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재

사용, 재생이용 및 에너지원으로서 이용이 가능한 자원이기도 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한정된 석유 등 천연자원의 소비가 억제됨과 동시에

목재의 다단계 이용(가능한 우선 제품 원재료로서 이용하고 재사용 및 재생이

용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촉진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이 억제되는 등 환경 부하가 저감되어 순환형 사회 형성에 공헌하는 것을

취지로 행하여져야 한다.

③ 목재이용의 추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동에 의해 수해, 토사재해, 갈

수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재에 삼림이 가진 다면적 기능 가

운데 국토보전, 수원함양 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

해짐에 따라 목재이용에 의한 삼림순환을 촉진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

도록 행하여져야 한다.

④ 목재이용의 추진은,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 등에

의해 목재관련 사업(임업, 제재업, 목재도매업, 기타 목재 유통 및 가공 사업,

건설업, 목제품제조업, 펄프제조업, 종이제조업, 기타 목재를 건축자재 또는 제

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사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고용 증대를 도모하

고 산촌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취지로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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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무)

제3조 국가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4조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목재이용 추진에 관해 국가와 연대를

도모하면서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지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수립·실

시할 책무를 가진다.

(사업자의 노력)

제5조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사업 활동에서 목재이용 추진에 스스로 노력

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이용 추진 시책에 협력한다.

(국민의 노력)

제6조 국민은 기본이념에 따라 목재이용 추진에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

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이용 추진 시책에 협력한다.

(민간의 목재이용 추진 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민간의 목재이용 추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 세제상 및 금융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한다.

(목재자급률의 노력 목표)

제8조 정부는 목재이용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5년마다 달성에 노력해야 하는

목재자급률의 목표를 정한다.

제2장 목재이용추진계획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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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 정부는 그 사무 및 사업에서 목재이용 추진에 관해 강구해야 하는 조

치에 관한 계획(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기간

2. 실시하고자 하는 목재이용조치(공공시설을 목조 건축물로 하는 것,

공공시설의 내장재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 공공시설의 비품으로서

목제품을 사용하는 것, 공공시설 관련 공작물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 기타 공공시설 관련 목재이용에 관한 조치를 말함)의 내용

가. 도로, 철도, 공항,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나. 청사, 숙사 등의 공용시설

다. 공영주택 및 교육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시설

3. 각성각청의 장이 작성하는 목재이용조치 계획의 기본 사항

4. 기타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대신은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각의 결정을 요구해

야 한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안을 작성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해야 한다.

⑤ 농림수산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 결정이 있을 때 지체없이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은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⑦ 정부는 매년 1회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조치의 실시상황을 공

표해야 한다.

(지방공공단체 목재이용추진계획)

제10조 ①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해당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사업에서 목재이

용 추진에 관해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계획(지방공공단체 목재이용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지방공공단체 목재이용추진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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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기간

2. 실시하고자 하는 목재이용조치의 내용

3. 기타 지방공공단체 목재이용추진계획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지방공공단체 목재이용 추진계획을 책정하거나 또는

변경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도록 한다.

④ 국가는 지방공공단체 목재이용추진계획을 수립한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

해 해당 지방공공단체 목재이용 추진계획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3장 목재이용 추진을 위한 조건 정비에 관한 시책

(목재이용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11조 ① 국가는 목재의 이용가능한 범위의 명확화 및 그 이용방법의 다양화

에 의해 목재이용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목재의 내구성 및 내화성, 목재의 용

도 확대 및 다단계 이용의 가능성, 목조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등에 관

해 실증 연구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목재의 가공기술, 목재의 방부조치,

방의조치 등의 기술, 목조 건축물의 건축공법, 기타 목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의 추진 및 민간의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산 목재의 특질에 대한 주민 인식의 심화 및 이용방법

의 다양화에 의해 목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특

질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목재이용 기술개발의 추진, 민간의 관

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목조 건축물 규제의 검토)

제12조 국가는 건축물 목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목조 건축물에 관련되는 건

축기준법 등의 규제에 대하여 제11조의 연구 성과, 건축 전문가의 의견, 외국의

규제상황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고 필요성이 부족한 규제 또는 합리성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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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한다.

(인재육성)

제1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이용 추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을 도모하

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목재이용 관련 교육의 진흥, 목조 건축물에 관한 고도

의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인재육성을 위한 기회의 제공, 임업 담당자를 양성하

기 위해 필요한 기능 및 기술의 습득에 관한 연수 등의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도록 한다.

(지식의 보급)

제1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이용이 이산화탄소 흡수 및 고정에 미치

는 역할 및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 기타 단열성 등 목재가 가진 특질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학교의 환경교육, 학교를 비롯한 공공

시설 등에서 목재이용을 통한 홍보활동, 목재이용에 의한 환경 부하 저감에 대

해 공헌도를 평가하는 방안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목재생산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

제1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생산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을 통하여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삼림작업 또는 경영을 집약적으로

행하는 조직의 육성, 작업로망의 적절한 정비 및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에 의한

효율적인 작업체제의 구축 촉진, 삼림 시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삼림

소유권 경계의 명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목재관련 사업자의 상호연대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 및 집약적·효율적 사업 활동의 촉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목재이용과 간벌의 연대 촉진)

제1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간벌재의 이용이 간벌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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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간벌재의 이용과 간벌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연대를 촉진하

는 지원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삼림순환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의 촉진 등)

제1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이용의 추진이 목재순환을 촉진하고 그

결과 목재의 지속적·안정적 이용이 더욱 추진되는 것을 고려하여 삼림순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삼림순환

이 확보된 삼림에서 산출된 목재인 것을 밝히기 위한 방안의 구축, 그러한 방

안의 보급 활동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 기타 조치를 강구한다.

제4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재이용 시책

(주택의 목재이용)

제18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가 단열성, 조습성이 뛰어나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은 것, 국민의 목조주택에 대한 지향이 강한 것, 목재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목재를 이용한 주택 건축을 촉

진하기 위해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대한 보조, 세제상의 조치 및 금융상의

지원, 목조주택에 관한 전시회 개최, 기타 수요개척을 위한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초중학교와 복지시설에서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목재이용)

제19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를 이용한 건축물 및 목제품이 이용자에

게 쾌적함과 편안함을 주는 등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고

려하여 다음 세대의 어린이 심신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중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을 어린이에게 친화적이고 안심감을 주는 공간으로, 또 고령자, 장애

인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을 활기있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의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중학교 등을 목조로 건축

하는 자에 대한 보조, 세제상 조치 및 금융상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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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한다.

(공공시설 공작물의 경관향상 및 쾌적함을 위한 목재이용)

제2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를 이용한 가드레일, 고속도로 차음벽, 공

원 울타리, 기타 공공시설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 주위에 양호한 경관형

성에 기여하고 동시에 이용자에게 쾌적함을 주는 것임을 고려하여 목재를 이

용한 공작물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기술적인 조언, 정보 제공 등의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목질 바이오매스 제품 이용)

제21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바이오매스(동식물 유래의 유기물 자원을 말

하며, 원유, 석유가스, 가연성 천연가스 및 석탄을 제외함) 가운데 나무에서 유

래하는 것에 대하여 펄프, 종이 등 제품 원재료 이용 등 종래부터 행하여지는

이용을 촉진하고 용도의 확대 및 다단계 이용을 도모하여 제품 원재료로서 최

대한 이용하도록 하며 목질 바이오매스를 화학적 방법 또는 생물적 작용을 이

용하여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 등의 연구개발의 추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제2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질 바이오매스를 화석자원의 대체 에너지로

서 이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및 나무의 벌채 또는 간벌에 의해 발

생하는 미이용 목질 바이오매스의 유효 이용에 기여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목

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에서 그 이용의

추진,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기술 등 연구개발

추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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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률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목재이용을 추진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방지, 순환형 사회의 형성, 삼림이 가

진 다면적 기능의 발휘 및 산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임을 고려하

여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

며 목재이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

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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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캐나다의 목재우선법
(2010년 5월26일 법률 제36호)

(정의)

제1조 이 법에서 ‘지방정부’는 다음을 가리킨다.

1. 뱅쿠버 시

2. 공동체 헌장에 정의된 대도시

3. 지역

‘주정부’는 ‘예산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의 제1조제1항에 있는 정부 보

고주체의 정의에 있는 문단(a)에서 언급하는 정부 보고주체의 일부를 의미한다.

‘주정부가 자금지원한 건물’은 주정부가 설계 또는 건축에 자금지원을 한 다음

을 가리키며, 지방정부에 조건없이 지급한 교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1. 건물

2. 건물의 부속시설

(목적)

제2조 이 법의 목적은 주정부가 자금지원한 모든 신축 건물의 건축에서 브리티

시 콜롬비아 건축규정에 따르면서 주요 건축재료로서 목재를 사용하도록 요구

하여 목재문화를 장려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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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실행)

제3조 주정부가 자금지원한 건물에서 목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관은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다.

1. 주정부가 자금지원한 건물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건축규정에 따르면

서 목재 사용에 대하여 우수 실행을 권고한다.

2. 주정부가 자금지원한 건물의 건축과 설계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과 형

식, 기타 조정에 대하여 자문한다.

3. 미리 규정된 책임들을 실천한다.

(규제 제정)

제4조 ① 부지사는 해석법 41조를 참조하여 규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구애받지 않고 부지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제정할 수 있다.

1. 주정부가 자금지원한 건물에서 목재 사용에 관한 보고의 요구

2. 제1호에서 요구하는 보고의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즉 시기, 보고의 형식과 내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록과

접근성 관련 내용

3. 제3조제3호의 목적에 대한 책임의 설명

4.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않았지만 사용한 단어와 표현의 정의

(시행)

제5조 이 법은 왕실 동의를 획득할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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