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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정

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로의 유도라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불제는 2006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

(943 ha)를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계약에 참여한 산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지불액은 보상에 기반하여 보호림 관리의 실질비용(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총지불액은 1,140,378원/년/ha으로 산출

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리사업간의 상관관계, 산림생물다양성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Payments for Environmental (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emerging as new conservation policy

tools. The basic concept underlying PES is that users pay to providers of environmental services for ensuring

the continual provision of services based on the voluntary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cepts and types of PES and to design a pilot PES scheme for biodiversity/ecosystem conservation on

Genetic Reserve Forest in Korea. Genetic Reserve Forest is one of the protected areas designated in Korea to

maintain forest biodiversity. PES is designed for the pine forests only in Genetic Reserve Forest, which

corresponds to 943 ha. Service providers are to manage their forests based on the contracts in ways that

maintain and enhance forest biodiversity and receive the payments in return. The payments are calculated as the

sum of management, monitoring, and opportunity costs, resulting 1,140,378 won/year/ha (it corresponds to

approximately $1,227 based on the 2007 average exchange rate 1$ = 929.2 won). Because PES are relatively new

policies, however, more work needs to be done. Future work includes research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forest biodiversity and management practices and the economic evaluation of forest biodiversity. In addition,

enhancing awareness on PES and education of stakeholders are warranted to further develop the scheme.

Key words :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economic incentives, biodiversity, protected area, Genetic Reserve

Forest

서 론

환경서비스 지불제(Payments for Environmental(or

Ecosystem)1) Services; PES)는 기존의 보전 메카니즘에 비

해 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이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도

이다.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

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

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

관리로 유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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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환경서비스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

성(non-excludability)으로 특정 지어지는 공공재의 범주에

속하며,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예이다. 외부효

과가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자

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서비스

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정부의 개입을 정

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였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장실패

를 보완 내지는 교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왔다. 경제적 유

인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적 유인조치는 의사

결정과정에 환경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내부화하는 주

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장가격에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작용하여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특정행위를

장려하는 적극적 유인조치와 자원고갈을 촉진시키는 행

위를 억제하는 형태의 반유인조치로 구분된다(OECD,

1996).

최근 환경보전 정책수단으로써 시장 메카니즘의 보완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장창출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공공재의 속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에는 정

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동시에 이들 특성이 동적

(dynamic)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Landell-Mills et al.,

2002). 즉, 경우에 따라서는 경합성과 배재성을 높여줌으

로써 특정 환경서비스도 사적재화화가 가능하다는 논지

이며,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2)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환경

서비스 지불제는 200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개

의 적용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주요 적용대상 환경서비

스로는 수자원 보호, 경관가치,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흡

수 등을 포함한다(Ravnborg et al., 2007). 국내 적용사례

로는 환경부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관

리계약제도’가 대표적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는「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행체계에 대한 연구」(환경

부, 2001),「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 도입연구」(산림청,

2007a),「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도입연구」(산림청,

2007b)가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외적으로 환경서비스 지불제가 환경보

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고 적용

사례와 관련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

지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 정의, 유형 등이 명확히 정

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관련문헌 검토에 의하

면 동일한 ‘환경서비스 지불제’라는 이름아래 다양한 형

태의 지불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용어도 정비되어 있

지 않아 효율적인 제도설계 및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는

듯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정책수단인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소개하고, 산림

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

성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는 한편,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문헌 검토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환경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용어를 정

리한다. 다음으로는 생물다양성이라는 환경서비스를 대상

으로 한 국내 ·외 지불제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한다. 운

영사례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보호지역의 하나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

으로 지불제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제

도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및 향후과제를 도출한다.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

관련문헌에 의하면 현재까지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성

격과 개념을 가장 명확히 담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보여진다.

“최소한 한명 이상의 구매자가 최소한 한명 이상의 공

급자로부터 성격이 명확하게 정의된 환경서비스를 구입

하는 것으로써, 이때 거래는 자발적 계약에 기반하며 공

급자가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Wunder, 2005).”

Wunder의 정의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성립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

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가 특

정 계약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

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기존의 규제위주의 정책과

차별화 된다. 둘째, 성격이 명확히 규정된 환경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해당 서비스가 측정가능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매자가 자

발적 거래를 통해 환경서비스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 그

러나 실질적으로 특정 관리행위가 특정 환경서비스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는 것과 그 결과를 정량화

1)관련문헌에서는 환경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가 혼용되고 있다. 엄밀히 구분하자면 환경서비스는 개별적인 서비스가 강조되는

개념이고, 생태계서비스는 개별서비스가 합해진 시스템으로써의 기능이 강조된 개념이다.
2)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생물다양성이라는 환경서비스를 대상

으로 시장창출에 기반을 둔 유인조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일련의 보고서로 출판하였다(OECD 1996, 1999, 2003,

2004). 특히 산림환경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로는 Landell-Mills et al.(2002), Pagiola et al.(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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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관련문헌에 의하면 현재까지 수

자원 보호, 경관가치,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흡수의 4가지

종류의 환경서비스가 지불제를 적용할 만큼의 구체성을 확

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은 관련문헌에서 제시된 지불

제의 주요 대상 환경서비스의 유형과 서비스 수혜자의 지

역적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의 대분류, 중분

류, 거래상품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

셋째,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최소한 한사람의 구매자와

공급자를 요구하며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공공

의 영역인지 또는 사적인지, 그리고 대가의 매개체가 어

떤 형태인지 즉, 지불형태가 보상인지, 사례인지, 또는 시

장가격인지에 따라 지불제의 유형은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서비스 공급이 담

보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환경서비스 지

불제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상호준수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에 소개된 환경서비스 지불제 정의의 모든 측

면에 부합하는 적용사례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Wunder

(2005)가 제시한 지불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관련문헌

에서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넓게는 ‘환경서비스

증진을 위해 지불되는 모든 형태의 지불제’로부터 좁게

는 Wunder(2005)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하

고 있다.3)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유형은 위에서 제시된 지불제의

개념과 성립요건들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관련문헌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 2와 같

이 구분하였다. 우선 대상이 되는 환경서비스가 공공재인

지 사용재(私用財)인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공공재는 누

구에 의해 생산되던지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소비할 수 있

는 서비스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비경합성), 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도 없다

(비배제성). 배제불가능한 경우 무임승차자가 가능하기 때

문에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

어 통상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사용재는 공공재의 반대

로 배제가능하고 경합적인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에

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환경서비스는 대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공공재인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형태는 가용한 정보의 양이나 확

실성에 따라 보상(compensations)과 사례(rewards)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보상은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

을 지불한다는 측면이며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실질비용

과 기회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불액 산정을

위해서는 실질비용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불형태가 사례인 경우에는, 비용에 더불어 소비자 잉

여의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형태가 된다. 이 때 필

요정보는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차원으로 확대된다. 여기

서 편익이라 함은 결국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지불

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의미하는 데, 문제는 이 지불

의사액의 측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환경

서비스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

3)혹자는 Wunder(2005)의 정의가 매우 협소하여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포괄하는 정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표 1.환경서비스의 유형과 수혜자의 지역적 범위.

서비스 유형
(대분류)

서비스 유형
(중분류)

거래상품
수혜자의 지역적 범위

지방 지역 지구

수자원
수원함양; 수질개선; 유역보호;
토사유출 방지; 미기후조절

유역관리계약; 수질크레딧;
수리권; 토지구입/임대;
유역환경친화적 인증상품;
보전지역권; 보호지역

√ √

경관 경관보호; 생태관광

입장권; 장기접근 허용권;
팩키지관광서비스; 보호지역;
자연자원관리계약; 생태관광 승인;
사진촬영권; 토지구입/임대 

√ √ √

생물다양성 서식처 보호; 유전자 보존; 생태계 유지

보호지역; 생물자원 탐색권;
생물다양성 기업주식;
생물다양성 친화상품;
생물다양성 크레딧; 보전지역권;
토지구입/임대; 생물다양성 계약제도;
벌채권구입;

√

탄소저장 육상식물 탄소고정
기후변화협약인정 배출권;
거래가능한 개발권; 보전지역권

√

자료: Ravnborg et al.(2007), Landell-Mills et al.(2002), Pagiola et al.(2002)에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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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그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최근 많

은 발전을 거듭해온 비시장재화 추정기법에도 불구하고,

지불의사액 추정치에 내재한 불확실성과 허용 가능한 오

차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이

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예는 찾기 힘들다.

환경서비스가 사용재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지불형태는 시장가격이 되며, 지불제는 공공영역

을 탈피해서 민간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또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시장가격이 존재함으로 필요한 정

보도 없다. 환경서비스가 공공재인 경우, 정부가 수요자

인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신하여 세금 또는 기금의 형

태로 재원을 확보하고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이나 사

례의 형태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

나 사용재인 경우에는 환경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가 가

능한 사적 재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서비스

의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유형 3은 유형 1 또는 2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4)

또한 표 2에서 제시한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유형구분은

시간적 진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용한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관련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

기는 하지만 특정 환경서비스 지불제가 반드시 유형 1로

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형 2와 유형 3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형 1과 2에서 유형

3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즉 공공재가 사용재가 되기 위

해서는 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정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도 해결되

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구축되어 있거나, 소

유권의 확정을 통해 배제가능성이 높은 특정 환경서비스

는 처음부터 유형 2 또는 유형 3의 지불제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불제 설계는 대상 환경서비스의 성

격을 분명히 한 후,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유형

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사

용재의 성격을 갖는 유형 3의 지불제 적용은 극히 제한적

일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의 경우 유형 1 또는 2의 환경

서비스 지불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의 국내 ·외 운영사례

각국의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

용 및 운영은 다양하게 차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사례로써 EU, 미국, 일본의 운영

사례와 국내사례로써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표 3은 각국의 지불제 특히 산림

생물다양성 서비스 지불제에 국한하여 지불제의 목적, 내

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혜택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각국의 지불제 비교결과, EU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이 미국과 일본의 제도보다 좀 더 환경서비스 지불

제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국은 산림

보조금 제도(English Woodland Grant Scheme; EWGS)5)

4)표 2에 제시된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유형이 다양한 성격의 지불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 그보다는 다

양한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대표할 수 있는 유형을 3개로 한정하여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

형 1, 유형 2, 유형 3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불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형 2에서 유형 3 사이에

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제거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기는 하나 구

매자와 판매자가 개인, 중개인, 또는 정부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개개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표 2.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유형.

구 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서비스 성격 공공재(公共財) 공공재(公共財) 사용재(私用財)

지불형태 보상
(compensations)

사례
(rewards)

시장가격
(market prices)

필요정보 비용정보 비용+편익정보 필요없음

지불액 비용
(실질비용+기회비용)

비용+소비자잉여의 일부
(서비스에 대한 가치추정치의 일부분)

시장가격

지불대상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운영주체 정부 정부 민간
(구매자와 판매자)

재원 국고 국고 민간
(서비스의 특정수요자)

자료: 산림청(2007b)에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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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산림개선지불제, 산림경영지불제를 두고 산림이 제

공하는 생물다양성보전을 포함한 공공편익의 유지 및 개

선을 위하여 산주와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바람직한 산림

관리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결과중심의 운영체제를 채택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산주와의 계약을 통해 특

정 산림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의 선택은 산주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진다는 것이

다. 따라서 산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을 고

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산림경영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동시에 설정된 특정 목표도 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

표 3.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불제 해외사례.

구 분 내 용

영국

제도 산림개선지불제, 산림경영지불제

목적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내용 −산림개선지불제: 공공편익 증진을 위한 산림활동 지원
−산림경영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편익 유지를 위한 지원

지원대상 산림소유주

지원금액 및 혜택 −산림개선지불제: 산림 작업 및 지역에 따라 비용의 50~80% 지원
−산림경영지불제: 연간 ￡30/ha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제도 핀란드 자연가치거래제, 오스트리아 자연림보호지역 프로그램,
스웨덴 자연보전협약

목적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생산활동(스웨덴에 한함, 2차 목적)

내용 산림소유주가 정부와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산림보전활동에 참여하고 비용에 대한 보
상을 받음

지원대상 산림소유주

지원금액 및 헤택 −핀란드: 평균 미화 $1,790/ha, 일시불 지급
−오스트리아: 시장가치 및 산림보전에 따른 부대비용에 따라 상이, 매년 지급
−스웨덴: 평균 미화 $1,260/ha, 일시불 또는 다양한 지불 경로

미국

제도 사유림 산주를 위한 경제적 유인조치 프로그램

목적 산림생산활동(1차),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2차) 

내용 −버몬트주 이용가치 평가 프로그램: 산림면적 유지, 사유림에서의 산림사업 증진, 경제적
으로 가치 있는 생산물의 수확과 산림경제 분야의 지원

−인디애나주 산림분류 프로그램 : 최소 산림면적 4.05ha 이상 , 등록된 산림 매년 관리현황
보고서 작성, 5년마다 모니터링 실시, 세제혜택

−오리곤주 산림 트러스트 프로그램: 목재 및 비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경영과 야생동물 서
식지 증진

지원대상  산림소유주

지원금액 및 혜택 −버몬트 :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저당권을 지불 (10 년까지
계약금액의 20%, 10년 이상 계약금액의 10% 지불), 세금감면 혜택

−인디애나: 프로그램에 참여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오리건: 프로젝트 기간 2년마다 산림복구 비용 최대 미화 $100,000만 지불, 계약 파기 시
지불된 비용을 상환

일본

제도 산림정비지역 활동지원 교부금 제도, 산림환경세, 자연보호장려금제도

목적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내용 −산림정비지역 활동지원 교부금 제도: 허가 받은 산림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산림현황조사,
사업실시구역의 명확한 작업, 작업도의 정비 등 실시

−고치현의 산림환경세: 환경세 기금으로 산림보호사업을 사업체(산림조합)가 담당
−가나가와현의 자연보호장려금제도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공원지역 , 역사적 풍토보존
지역, 근교녹지보전지역, 녹지보전지구, 풍치지구, 보안림 내 산림, 원야, 늪 보전사업 실시

지원대상  산림소유주. 단, 고치현의 산림환경세는 산림조합 또는 임업사업체에 지원 

지원금액 및 혜택 −산림정비지역 활동지원 교부금 제도: 1만엔/1ha
−고치현의 산림환경세: 현민, 법인 각각 500엔씩 초과 과세
−가나가와현의 자연보호장려금제도: 소유자 12,000엔/ha, 지상권자 6,000엔/ha

주: 미국(버몬트, 인디애나)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형태가 세금감면이며, 일본(고치현)의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 아
닌 사업체(산림조합 또는 임업사업체)이므로 지불제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으나, 제도의 목적이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으므로 포함시켜 소개함

자료: Forestry Commission England(2006); Mayer et al.(2006); 산림청(2006)



310 韓國林學會誌 제 97권 제 3호 (2008)

문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이득이 된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영국의 지불제와 유사하게 자발적 계

약을 통한 협약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결과중심의 제도운

영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사례로는 환경부가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

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생물다양성관

리계약제도란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철새도래지, 생물다

양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

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손실을 실

비로 보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리계약 제도에는 경작관

리계약, 보호활동관리계약, 휴경관리계약 세 가지가 있다

(환경부, 2001).6)

국내 ·외 사례조사 결과는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Wunder

(2005)가 제시한 지불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운영사

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지불제가 생물다양성 유

지 및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

상 차원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운영주체가 대부분 정부

이며, 정부가 수요자인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신하여 세

금 또는 기금의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주와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

합적으로 현재 운용중인 지불제는 대부분 표 2의 유형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설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현황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산림청 소관의 대표적인 우리나

라 보호지역이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1항에 의해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

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 ·관리가 필요한 산림’으

로 정의된다.7)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2006년 현재 전국에

총25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지정면적은 28,166 ha에

이른다. 이 중 사유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호림은 79개

소, 3,339 ha에 해당한다. 2003년 이후에는 사유림 내 유

전자원보호림 지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며, 이는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

해 지정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불제 설계는 사유림 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2006년 현재 지정기준별 면적현황으로

는 진귀한 임상, 유용식물원생지, 원시림 순이고, 지정수

종별로는 고란초8), 소나무, 산벚나무 순이다. 유용생물원

생지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자연송이 재배지가 대부분

포함되며, 진귀한 임상은 주로 소나무 보호지역이다. 또한

필지별 소유구분 현황을 보면, 전체 277필지 중 엄밀한 의

미의 사유림9)에 해당하는 필지는 231필지에 해당하며, 이

중 현지산주, 외지산주, 사기업, 사찰림이 각각 151, 60, 8,

12필지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찰림(2,594 ha)을 제외하면, 필지당 평균면적이 영

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산림청은「산림자원관리 표준매뉴얼」(국립산림과학원,

2005)과「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 예

규」10)를 통해 보호림의 합리적인 보전관리와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뉴얼 상의 관리지침이 일반산

림을 대상으로 한 관리지침과 크게 차별화 되어 있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해당 관청에서는 일반 숲가

꾸기 사업의 예산과 사업범위 안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에 대해서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과 같

은 표준 숲가꾸기 사업11)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07b). 따라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은 2001년 천연보호림에서 명칭이 개칭 된 것을 제외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숲가꾸기 사업의 영역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자세한 내용은 English Woodland Grant Scheme (Forestry Commission England, 2006); <http://www.forestrygov.uk/ewgs>을

참조하기 바란다.
6)생물다양성계약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2001), 환경부(2007), 이태동(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7)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 대한 관련 규정은 1980년 제정된 산림법 제67조에 천연보호림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994년 ‘천연수목’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으로 표현이 변경

되었고, 2001년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개칭하였다.
8)고란초는 경상북도 봉암사 사찰림 2,293 ha에 대하여 지정된 것으로써, 단일개소로는 최대면적이며 전체 사유림 산림유전자

원보호림의 68%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소나무가 전국에 걸쳐 가장 많이 지정된 수종이라 할 수 있다.
9)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부터 입수한 필지별 사유림 내 보호림 면적자료에는 시유림, 군유림과 같이 사유림으로 보기

어려운 필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지정해제나 신원 미상으로 분류된 필지가 포함되어 있다.
10)산림청 예규 제496호「자생식물 및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 예규」(개정 2001년 4월 18일)
11)산림청은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조를 조림에서 숲을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자원육성에 힘쓰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대표적인 자원육성 사업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을 포함한다.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311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설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목적과 관리현황을 고려하였

을 때 표 1에서 제시한 서비스 유형 중, 국내 적용 가능한

유형은 생물다양성(대분류), 생태계 유지(중분류), 보호지

역(거래상품)에 해당한다. 이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 제

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개별 서비스보다는 생태계 유지라는

시스템적인 기능이 강조된 유형이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

을 고려하였을 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

불제의 형태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국내·외 사례와 같이

표 2의 유형 1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불형태는

보상으로, 지불액 산정은 비용정보를 근거로, 지불대상은

서비스 제공자로, 운영주체는 정부로, 재원은 국고(또는 불

특정 수혜자인 국민)가 된다. 특히 지불제 도입 초기부터

추정치의 변이가 큰 편익정보를 포함했을 경우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지불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용한 비용정보를 활

용하는 것이 출발점으로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불형태를 보상으로 설정하였다. 제시된 산림유전자원보

호림 지불제의 설계 개요는 표 5와 같다.

먼저 대상산림은 일단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58

개소, 943 ha에 해당한다. 소나무 보호림은 지역별 분포가

다양하고, 다른 수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초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어 지불액 산정과 관리사업 체계 마련 등이 상

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산림생물다양성이라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특정관리를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경영의지가 있는 토지소유자로 설정하였다.

원칙적으로 소나무 유전자원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현

지산주, 외지산주, 사찰, 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산림관리로의 자발적 참여라는 차원에서는 일

차적으로 현지산주를 대상으로 지불제를 시작하여 향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운영주

체는 정부이며, 재원은 환경서비스의 수요자인 불특정 다

수로부터 정부가 세금 또는 기금의 형태로 확보한다.

표 4. 사유림 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현황(2006년).

구분 개소수/필지수 지정면적 (ha) 면적비율 (%)

지정기준

원시림 37 377.1 11.29

희귀식물자생지 8 2,353.0 70.46

진귀한 임상 13 117.7 3.52

유용식물원생지 21 491.7 14.72

고산식물지대 0 0 0.00

산림습지지역 0 0 0.00

합계 79 3,339.5 100.00

지정수종

소나무 58 943.4 28.25

해송 6 3.9 0.12

느티나무 3 3.3 0.10

이팝나무 2 2.0 0.06

비자나무 2 33.1 0.99

모감주나무 1 1.8 0.05

왕버들나무 1 1.0 0.03

산벚나무 1 50.0 1.50

가침박달나무 1 1.0 0.03

검땡나무 1 0.8 0.02

후박나무 1 0.7 0.02

회나무 1 5.1 0.15

고란초 1 2,293.4 68.68

합계 79 3,333.5 100.00

필지별
소유구조

현지산주 151 473.0 14.26

외지산주 60 131.7 3.97

기업 8 4.1 0.12

사찰림 12 2,594.2 78.23

기타 46 113.1 3.41

합계 277 3,316.1 100.00

주: 지정기준 또는 지정수종별 면적합계(3,333.5 ha)는 필지별 면적합계(3,316.1 ha)와 약간 차이가 있음에 유의; 필지별 면적자
료에 일부 누락된 면적이 존재함

자료: 산림청 산림보호팀 내부자료; 해당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필지별 면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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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 설계의 핵심인 지불액 산정은 위에서 언급한 대

로 비용의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며,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보호지역

으로 묶여있어 벌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채

를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실에 해당하는 기회비용, 산

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특정산림사업에 소요

되는 관리비용, 그리고 산림생물다양성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비용이다. 각 비용의 산

정내역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기회비용 산출은「백두대간 보호지역내 벌기령이상 산

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 기준」(국립산림과학원, 2006)을

참조하여 강원도 소나무를 대상으로 입목자산가를 계산

한 후 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계산결과 강원도

소나무의 경우 매년 225,771원/ha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관리비용 산출은 다시 표준 숲가꾸기 사업과 추가적인

산림사업 비용으로 구성된다.12)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표

준 숲가꾸기 사업은 매 5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것이 일반

표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서비스 유형 생물다양성(대분류); 생태계 유지(중분류); 보호지역(거래상품); <표 1> 참조

목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및 갱신

법적근거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 3항

계약주체 토지소유자와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지방자치단체); 자발적 계약; 계약기간 최소 10년;

대상산림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에 제한; 해당면적: 943.35ha

지원대상 실질적으로 보호림 관리를 수행하거나 또는 경영의지가 있는 토지소유자; 원칙적으로 현지산주, 외지산
주, 사찰림, 기업소유 보호림 모두 해당

지불형태 보상; 편익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용보상에 국한

지불기준 비용보상(기회비용+실질비용)

지불액산정 기회비용: 행위제한으로 인해 벌채를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실 
관리비용: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특정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실질비용
모니터링비용: 건강한 산림생태계 담보를 위한 감시비용

운영주체 정부

재원 국고

모니터링 산주/산림청/지방자치단체

미이행시 조치 지급액 환수 + 벌금(전체 지급액의 10%) 

자료: 산림청(2007b)에서 저자 재구성

표 6. 기회비용, 관리비용, 모니터링 비용 산정.

비 용 구 분 내 용

기회비용

포함근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벌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

산정내용 강원도 소나무 입목 자산가를 산출한 후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단가산정 3,762,843원/ha(평균 입목자산가) * 0.06(이자율)a) = 225,771원/ha/년b)

관리비용

포함근거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공급을 위한 관리비용 실비정산

산정내용 표준숲가꾸기 비용+추가적인 관리사업 비용(지면굴기작업 2회; 전문적인 선목작업)c)

단가산정 1,169,950원/ha/4년d)+1,576,479원/ha/4년e)

모니터링
비용

포함근거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비용을 공공재 생산을 위한 생산비용의 일부로 간주

산정내용 생태계 건강성 및 위협요소를 분기별로 체크하기 위하여 산주가 직접 실시하는 모니터링으
로서 산주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영주체는 체크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단가산정 57,000f)*(4회/년); 228,000원/년

비용합계 225,771+686,607+228,000=1,140,378원/년/ha

a) 자료: 한국은행 2007년 ‘당좌대출을 제외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적용
b) 자료:「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기령 이상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 기준」 (국립산림과학원, 2006)
c) 자료: 임종환(2007)
d) 자료:「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산림청, 2007c); 5-6pp
e) 자료:「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산림청, 2007c); 38pp; 48pp
f) 2007 정부공식노임단가(원/일)

12)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과 각 사업에 필요한 투입노력 양에 대한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관련 전문가

와의 자문을 통해 구하였으며,「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를 위한 산림작업」(임종환, 2007)에 근거한다.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313

적인데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경우에는 그 회수를 매 4년

마다 한번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유전자보호 및 생

태계 관리를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 시 선목작업이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선목작업이 정기적인 일반 숲가

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또

한 소나무는 갱신을 위해서는 나출된 토양과 햇빛을 필요

로 하므로, 산림 소생물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지면

굴기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두번의 지면굴

기작업이 추가되었으며, 단가산정은「숲가꾸기 설계 ·감

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2007c)에 근거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라 하면 사업 운영주체인 산림

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

는 지 체크하는 감독행위를 떠올리기 쉬우나, 여기서 모니

터링이라 함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생태적 건강성이나

또는 위협요소를 산주가 직접 감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통상적인 개념의 모니터링과 차별화 된다. 즉, 산

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공급

을 담보하려면 산림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매우 중

요한데, 이러한 감시비용을 생물다양성이라는 공공재 생

산을 위한 생산비용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비용은 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분기별

로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가 특히 취약한 병충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또는 산불 위험성을 살펴본다든지 하는 일

반적인 감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1회 모니터링 시 하루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1년에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정부공식노임단가를 적용

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산주는 모니터링 이후 결과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 생

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며,

시범사업 운영주체가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체크리

스트를 작성하고 산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불액 산정의 핵심이슈는 위와 같은 비용보상 차원의

지불액이 과연 산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질비용(관리비

용, 모니터링비용)은 그야말로 실제 지불해야 할 비용이

고, 그나마 기회비용 그것도 벌기령 이상에 도달한 산림

의 경우에만 기회비용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먼저 기회비용의 경우에는 2006년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대부분이 법정 벌기령 이상의

산림에 해당하므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관리비용의 경우는 사업비용이라 대부분 위

탁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반

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산주가 원한다면 위탁

사업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중 일

정부분이 산주에게 이윤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모

니터링 비용은 자가 노동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산주가 본인의 노동을 다른 곳에 투입하지 않고 모니터링

에 투입하는 데는 노동에 대한 보수 이외에 부수적인 효

과 즉, 자신의 산림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 보호할 수 있

다는 부차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주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병충해를 예방

하고 산불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는 같은 조건이라면 산주가 본인의 노동을 다른데 투

입하는 대신 모니터링에 투입하게 되는 인센티브로써 작

용한다는 것이다.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목적이 경제적 인

센티브를 통해 산주가 자발적으로 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실질비용 보상도 인

센티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6에 의하면 기회비용, 관리비용, 모니터링비용으로

각각 225,771원, 686,607원, 228,000원이 산출되었으며, 전

체 총비용은 1,140,378원/년/ha으로 계산되었다. 만약 적

용대상 소나무 산림(943 ha)의 25%가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불제에 참여한다면 총 소요예산은 2.68억원/년, 50%가

참여한다면 5.37억원/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및 향후과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설계 시 가장 이상적인 접

근방법은 탄탄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가 뒷

받침되는 범위 안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

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생물다양성과 산림관리간

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그 상관관계를 근거

로 지불액 산정에 있어서 사업의 차별화와 그에 따른 비

용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의 축적정도

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사

업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과

학적 근거에 기반 한 지불제 설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

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근

거하여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

법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맥락아래 지불형태를 보상으로 설정하는 한편

대상산림도 소나무 보호림으로 다소 축소하여 설계하였

다. 이는 지불액 산정에 있어서 편익정보를 활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한 기회비용, 관리비용과

관련한 비용산출에 있어서도 소나무 이외에는 축적된 자

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된 지불제는 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가용한 정보

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을 지적해 둔다. 장기적으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입초기부터 규모를 방대하게 설

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제도운영 역량을 고려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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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규모로 시작하고 학습효과를 최대화하여 제도를 점

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설계를 시작으로 산림생물

다양성서비스 지불제의 국내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향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인 산림생물다양성의 정의가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이를 산림생물다양성과 연계하여 최소한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산림생물다양성

중에서 어떤 특정부분이 완전히 사적재화화 되어 시장에

서 거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산림생물

다양성의 정의가 구체화 되면 될수록 제도의 목적이 명확

해지며 그에 따른 산림관리도 차별화 및 구체화 될 수 있

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산림생물다양성의 명확한 정의는 관

련연구의 출발점이다.

둘째,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관리 및 사업간의 상관관

계에 대한 연구축적과 사업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산림

생물다양성의 정의가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등으로 정의되면, 각각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

해 어떤 산림관리 및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인

위적인 간섭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인식이 일반적

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연구는 교육 및 홍보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산림사업 매뉴얼은 설정된 특정 생물다양성

증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업의 종류,

시기, 그리고 사업의 기술적인 차원의 지침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기존의 ‘숲 가꾸기’ 사업과의 차별성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셋째, 산림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의 축

적이 필요하다. 이는 산림생물다양성 서비스 지불제가 단

순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질비용 보상차원에서 발전하

여, 비용에 더불어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

전되는 형태로 진화하기 위해 전제로 요구되는 편익정보

의 확보를 위한 연구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지불형태가

보상에서 사례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생물다양성의 측정 및 계량화에 관한 연구가 단

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 생물다양성을 정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의된 특정

생물다양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의 정량화는 위에서 언급한 모

든 연구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생물다양

성서비스 지불제의 정의에 의하면 자발적 계약은 공급자

가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담보해야하는 조건을 만족할 때

만이 성립한다. 이때 서비스의 공급은 계약에 근거하여 산

림생태계의 ‘유지’를 의미하거나 또는 산림생태계의 ‘개

선’을 의미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논의의 기본전제는

생물다양성의 정량화이다. 특히 지불제가 수혜자가 공급

자에게 ‘개선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면, 지불제는 ‘추가성(additionality)’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 추가성이 제기 되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는 기준선(baseline)의 설정이며, 기준선이 어디인지

를 파악해야 그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생물다양성의 증가

내지는 개선을 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인식제고

가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는 기존의 보전 메

카니즘과 차별되어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실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산주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

는 산림이 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단지 보호지역으로 묶여있어 해당관청에

서 관리해주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산림청, 2007b). 따라서 인식제고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일반 대중보다는 산주를 비롯한

관련 이해당사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산주와 중앙 및 지

자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생물다양성

서비스 지불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사결정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장기적인 제도의 정착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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