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나라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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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라현 부지사 무라이 히로시



1. 나라현의 개요

➢ 북서부평야지대에인구집중
나라현면적의약 20%에해당하는지역에나라현 인구의약 90% 거주

➢ 나라현면적의약 80%는삼림

인구 약 132만명
면적 약 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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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까지온실가스의실질 배출량제로 목표

장기목표

2030년온실가스배출량
2013년대비 45.9%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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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목표

나라현환경종합계획(2021-2025)
2021. 3. 수립및 공표



3. 탈탄소 정책 체계

1. 온실가스배출량감축

탈
탄
소

사
회
의

구
축

이동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이동 수단으로 전환

(3) 자동차등 이동발생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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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는 삼림 면적의 확대

(1) 건전한삼림의정비

➢ 탈탄소사회구축을위해“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이산화탄소흡수원 정비”를양대축
으로추진

온실가스 발생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의
사용량 억제

(1) 에너지 절약 및 절전 등의 추진

발전 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발전으로 전환

(2) 재생가능에너지의활용“나라현 에너지 비전”에 따라 추진

2. 이산화탄소흡수원정비

“나라현 삼림환경의 유지 향상 및
현산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추진

이산화탄소 흡수 후 고정량 늘리기

(2) 현산재(懸産材; 지역산)에 대한 수요 확대



4. 탈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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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를 지향, 강인한 사회 구축을 위한 똑똑한 에너지 활용의 촉진과 새로운 삼림환
경관리에 따른 삼림 정비를 통한 CO2 감축의 실시를 위해 현 조례의 제정을 고려하면서
나라현의독자적인제도를설계

(3) 이동시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이동수단으로전환

(1) CO2 흡수원이될 수 있는삼림면적의확대

(2) CO2 흡수후 고정량증대

(1) 온실가스발생원중큰비중을차지하는에너지사용량억제

(2) 발전시온실가스를발생시키지않는발전으로전환

1. 온실가스배출량감축
“나라현에너지비전”에따른추진

2. CO2 흡수원의 정비
“나라현 삼림환경의 유지향상 및 현산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지침”
에 따른추진

○에너지절약및 절전등의추진

・나라현의 에너지 절약 스타일 추진

○재생가능에너지활용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수소이용촉진
・(신) 나라현판 STADT WERKE(공익사업)의검토

○현산재(縣産材; 지역산)에 대한 수요확대

・건축물의목조・목질화추진, 기술자육성

○자동차등 이동발생원대책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촉진

○건전한삼림의정비

・삼림의 4대기능(삼림자원생산・방재・생물다양성보전・레크레이션)을

살리기위해 4대구분(영속적삼림, 적정인공림, 자연림, 천연림)으로유도

・나라현산림감독관(Forester)의시정촌배치촉진

・영속적삼림(혼성림)으로의유도정비

・산림작업(시업) 방치림의정비촉진

・산림감독관아카데미운영추진

탈탄소사회의구축을위해“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CO2 흡수원 정비”를 양대축으로추진하기위해
탈탄소 행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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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매스 열이용〕

5. 발전 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발전으로 전환

(Ⅰ) 목질바이오매스의이용촉진

①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열 이용 촉진

（Ⅱ）새로운에너지에의한지역진흥

①수소 발전 도입 검토

②나라현판 STADT WERKE(공익사업)의검토

（Ⅲ）공적부문의솔선적재생가능에너지도입

①공공시설 등에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설치

②친환경적 전력 조달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6. CO2 흡수원이 되는 삼림의 정비

(1) 산림작업(시업) 방치림 현황

나라현 내 약 8만8천ha 존재. 현내 인공림 면적의 약 50%

→ 삼림환경의 악화, 방재기능의 저하

나라현 삼림 현황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움

나무덤불이 자라지 않음

나무줄기가 가늘고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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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업 방치재

※10년 이상 산림작업
이력이 없는 삼림



6. CO2 흡수원이 되는 삼림의 정비

(2) 새로운삼림환경관리제도의도입및 구축

➢ 스위스의 삼림관리제도를 참고로 “나라현 삼림환경의 유지향상을 통해 삼림과 사람의 항구
적 상생을도모하는조례”시행(2020. 4.)

➢ 본 조례에 따라 나라현의 독자적인 삼림관리의 형태로 ①삼림자원생산, ②방재, ③생물다양

성 보전, ④레크레이션 등 4대 기능을 활용하며, 이를 위해 나라현 내 삼림을 식생환경에 적

합토록 하는 4대 구분(①영속적 삼림 ②적정인공림 ③자연림 ④천연림)으로 구분해 필요한

시책및사업을계획적으로추진

➢ 시정촌 등과 연계해 “국삼림(國森林) 환경양여세” 및 “현삼림(縣森林) 환경세”를 활용,
산림작업(시업) 방치재를계획적이고중점적으로해소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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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2 흡수원이 되는 삼림의 정비

(3) 나라현산림감독관아카데미인재육성

■학과 ■응모상황

년도 모집 응모 배율

2021년도 약 5명 121명 24배수

2022년도 약 4명 58명 15배수

■개교식（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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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감독관학과

수업기간: 2년
입학정원: 두학과합계

약 20명

산림작업원학과

수업기간: 1년
입학정원: 두학과합계

약 20명

특징

삼림수호
전문적지식과기술을갖춘
“산림의종합프로듀서”

특징

삼림현장의최전선에서능력발휘
높은수준의기술을학습
실천할수있는실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