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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REDD를 UNFCCC 체제 내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

량의 산정방법과 그에 대한 측정방법개발, 둘째, REDD 사업 수혜대상국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센티브 체제 결정

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REDD 사업이 추진된다면 적절한 수준의 상쇄배출권 확보를 통해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한

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REDD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투자대상국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REDD is recognized as a cost-effective and the most appropriate way of managing global GHG

emissions. It is negotiated in a global context under the UNFCCC. The main issues of the REDD mechanism

are divided into two parts: 1) developing forest carbon verification and measurement system for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2) establishing an appropriate system of incentives for developing

countries. REDD can provide stability in carbon offset credits. However,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establish

a clear legal framework and appropriate governance structures with relevant countries. There is a wide

opportunities for Republic of Korea to take a lead in cutting off greenhouse gasses in the Post-Kyot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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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200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BAU 기준 30%,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녹색성장위원회, 2009a). 이는

IPCC가 권고한 개발도상국 감축량의 최대 수준이지만, 우

리나라가 OECD 국가이면서 동시에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상 38개 의무감축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변화협약 이행에 대해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및 인도 등과는 차별화된 감축행동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COP-15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이

든, 유럽연합이 원하는 현행 체제 유지든, 2013년 이후 포

스트 교토체제에서, 한국은 현행 교토체제에서 부속서I국

가에 해당하는 지위로 변화하게 되며,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산림청,

2009a). 특히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한국이 온실

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경우, 국제사회가 코펜하겐 합

의문을 통해 REDD(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산림전용방지)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긍

정적 유인 제공 필요성에 동의한 상황에서, 한국에게도

REDD가 가장 비용효율적인 감축수단이 될 수 있는 높은

잠재 가능성을 가진다. 

REDD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해 탄소배출 감

축뿐만 아니라 지구상 생물종의 반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열대우림의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개발도상국의

이 연구는 2010년도 SNU Brain Fusion Program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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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원 등 각종 다양한 사회·환경적인 편익(산림

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다(UNEP-WCMC, 2007). 또한 현

재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며 당위성과

시장성이 담보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그 잠재적 가능

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Stern,2007; Sathaye et al.,

2007). 실제로 2007년에는 200만톤 이상의 CO2e가 평균

US$4.80/ton CO2e의 비용으로 산림전용방지 프로젝트에

의해 산출됐다(Johns and Johnson, 2008, 재인용). 이와 비

교하여 2008년 10월 EU-ETS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은 EUR 18-25(US$ 23-35)/ton CO2e사이에서 형성되었다

(Ecosystem Market Place and New Carbon Finance,

2008). 

하지만, REDD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코펜하겐

총회에서 REDD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었으나, 그 방

향은 향후 협상과정에 따라 불확실한 면이 많고 협약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 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이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금융권은 배

출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미 미래 온실가스 관련

투자시장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하

여 Point Carbon(2010)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REDD는 2012년 이후 기후 체계에서 핵

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인

도네시아 등과 조림투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적

으로 REDD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해외조림사업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해외자원과 탄소배출권 확

보를 위해 약 10개국에 조림투자를 하고 있는데, REDD

는 이러한 해외 산림자원 투자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그

러므로 협상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적으로 뜨겁게 논

의되고 있는 REDD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협상과

정을 전망하는 일은 국가적 REDD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차

원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현재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배출권 확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REDD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관련 쟁점논의사항과 주요 국제동향을 근거로 우리나

라 REDD 추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REDD

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REDD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기후변화와 산림전용간의 상관성, REDD의 기후변화

협약 도입과정 그리고, 실제 수행체계인 메커니즘을 고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보고

서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산림자원 평가 보

고서 등을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살펴보았다. 

COP-15에서 코펜하겐 합의문 제6조에 REDD의 필요성

이 명기된 만큼 REDD의 개념과 그 수행목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REDD의 구체

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요소들이 논란의 대

상이 되고 있다. 관련하여 2005년부터 여러 국가 및 단체

에서 REDD의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서는 그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의 주요 의견들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국제동향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토대로 주요 선진국들의 지원 추진 방향과 REDD 프로젝

트 시행 현황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REDD의 개념과 도입배경

1. 기후변화와 산림전용

IPCC는 2007년에 제4차 보고서에서 현재의 전 지구적

기온상승을 인위적 온실가수 배출에 의해 야기되는 명백

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21세기말에

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소 1.1°C에서 최대 6.4°C까지 상

승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통해 향후 21세기 말까지의 기

온상승을 2°C 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

였다.1) 이와 관련하여 스턴보고서(Stern, 2006)를 위시한

최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보고서들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기후변화와 산림정책 상호간에 중

요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가

운데 산림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의 17.4%

로 추정되는데(IPCC, 2007),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비

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수치

보다도 높은 비중이다(표 1). 

산림은 연소나 분해될 때 온실가스의 배출원으로서 작

용하고, 새로 조성되거나 성장시에는 바이오매스에 탄소

1)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속도와 규모에 따라서 불가역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1.5-2.5oC 기온상승시 약

20-30%의 생물종이, 3.5oC 이상 상승시에는 40-70%의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100년 까지 기온

상승폭을 2o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550 ppm 정도로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표 1.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원 비중.

지구적 규모에서 인류에 의한 주요 온실가스(GHG) 배출 요인

에너지
공급

산업 산림파괴 농업 교통 기타

25.9% 19.4% 17.4% 13.5% 13.1% 10.7%

자료 :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Fourth Assess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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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장하거나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흡수

원으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개발과 벌채로 인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것은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

라 탄소흡수원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FAO(2006)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산림전용 면적은 1,300만 ha에 달한다.

다소 낙관적인 것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난 5년

간 산림전용 면적은 연평균 730만 ha로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890만 ha에 비해서는 그 감소추세

가 완화되었다는 것이다(Rollinson, 2007). 다만 위의 집

계에서는 산림전용의 사전원인이자 더 큰 온실가스 배

출원인 산림황폐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야 한다. 

오늘날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는 표 2와 같이 주로 많

은 열대림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

히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면, IPCC(2007)가 제안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를 통한 기온상승 폭의 억제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로 브라

질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이 계속

된다면, 1차 공약기간(2008-2012) 의무감축량의 약 80%

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배재수와 배기강, 2009). 

2. REDD 개념의 기후변화협약 도입과정

IPCC(2001)의 3차보고서에서는 지구 탄소순환과정에서

토지이용변화와 산림의 탄소고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지

적하였다.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

련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

스 저감 방안에 대해 장기간 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1997

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회의)-3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치목표가 설정됨과 동

시에,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써 인정받게 되었다.2)

2001년 10월 COP-7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언급된 ‘산림

활동의 정의, 규칙, 지침이’ 합의되고, 선진국의 개발도상

국가의 CDM 인정활동범위를 ‘신규조림 및 재조림’으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국가별 상한선이 결정되었다.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산림전용의 방지’는 교

토의정서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 개최된 COP-13에서는 발리행동

계획(Bali Action Plan)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에서 유래한 배출량의 감축활동(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이 감축분야의 세부방안으로 포

함되었다. 열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문제가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 계기로는 ‘개발도상국

의 산림전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

2)교토의정서는 산림흡수원의 범위를 제3조 3항에서 ‘한정적인 인위적 활동(1990년 이후의 신규조림, 재조림 및 산림전용)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포함한다.’로, 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제 3조 4항에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

업분야(LULUCF :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의 변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인위적

활동의 검토’로 규정하였다.

표 2. 주요 국가들의 산림면적 변화 현황.

국가명

연평균 산림면적 변화

1990 ~ 2000년 2000 ~ 2005년 2005 ~ 2010년

1000ha/년 %a
1000ha/년 %a

1000ha/년 %a

브라질 -2,890 -0.51 -3,090 -0.57 -2,194 -0.42

호주 42 0.03 -200 -0.13 -924 -0.61

인도네시아 -1,914 -1.75 -310 -0.31 -685 -0.71

나이지리아 -410 -2.68 -410 -3.33 -410 -4.00

탄자니아 -403 -1.02 -403 -1.10 -403 -1.16

짐바브웨 -327 -1.58 -327 -1.79 -327 -1.97

콩고민주공화국 -311 -0.20 -311 -0.20 -311 -0.20

미얀마 -435 -1.17 -309 -0.90 -310 -0.95

볼리비아 -270 -0.44 -271 -0.46 -308 -0.53

베네수엘라 -288 -0.57 -288 -0.59 -288 -0.61

a: 해당기간 동안 국가별로 남아있는 산림면적에서의 연평균 산림면적 증가/감소율.
자료 : FAO. 2010.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0 : Main Report, FAO Forestry Paper 16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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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IPCC 3차 평가보고

서의 발표’,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

여가 가능한 CDM 사업의 성장’, ‘REDD가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라는 스턴보고서(2006)와 IPCC 4차

평가보고서의 발표’ 그리고, ‘사회환경적 상호 편익 증진’

등을 들 수 있다(배재수, 2007). 

REDD 개념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 배출 감축을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노력 활동에 대하여 탄소배출권으로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COP-14에서는

“REDD+3)”로 REDD의 개념이 확장되었는데, 이는 산림

활동의 범위를 기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에 더하

여 산림탄소축적 보존 및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까

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후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COP-15에서는 코펜하겐 합의문 제6조에 탄소배

출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REDD의 필요성을 명기하고,

REDD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긍정적 유인 제공의 필요성

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었다.4)

3. REDD 메커니즘

REDD가 실제로 수행되는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탄소

측정(carbon accounting), 베이스라인(baseline), 배출감축

전략, 감독 및 인증, 배출감축량판매로 구성되며, 이 수행

과정에는 구매자와 투자자 그리고, 다양한 실행주체(지역

사회, 정부기구, 연구자, NGO 등) 및 정책입안주체

(UNFCCC, 중앙정부, 지역정부)가 관여하게 된다. 

REDD의 편익은 산림전용의 방지를 통해 대기 중의 온

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개별 REDD 프

로젝트가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해당되는 크레딧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REDD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편익이 신

뢰성이 인증된 방법을 통해 계량화되어야 한다. 위성을 이

용하여 토지피복변화를 원격측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

림생태계의 탄소밀도를 측정함으로써 REDD 프로젝트 대

상지의 연간 탄소배출율을 추정할 수 있다. REDD 프로젝

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탄소측정이 전제되어

야 한다. 

베이스라인은 산림전용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발생하게 되는 탄소배출의 수준이다. 베이스라인을 추정

하는 것은 REDD 프로젝트의 추가성(additionality) 입증

을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REDD에서의

추가성이란 “REDD 프로젝트 없이 발생했을 탄소배출

감축에 더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탄소배출감축”으로 정

의된다. REDD의 탄소배출감축 크레딧은 결국 베이스라

인에 대비한 성과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의 추정방법적용과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REDD 프로젝트의 추가성을 한 가지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성을 판단할 때에는 베이스라인 외에도 법/제도, 재

정, 절차반복수행 등의 기준을 동시 적용하는 것이 제안

된다. 

탄소측정과 베이스라인 설정이 완료되면, 산림전용 또

는 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배출의 감축이 실제로 이루어

져야 한다. REDD 프로젝트 지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

화 요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 전략의 수행을 통한 성과가 추가성과 아래에서 다루는

영속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당 전략에 대한 예시로서는

보호지역 설정, 산림경영 개선, 산불방지, 벌목제한, 산림

인증획득 등을 들 수 있다. 

REDD를 통한 탄소배출감축은 독립적인 인증기관에 의

해 인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PDD(Project Design

3)본 논문에서는 REDD와 REDD+를 “REDD”로 통칭한다.
4)원래 COP-15에서는 포스트 교토, 즉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으로 당초의 목표인 합의 도출에 사실상 실패하였으며, 당사국총회 결정문(Agreement)에 코

펜하겐 합의문을 주목한다는(take note) 문안을 포함시키고, 합의문을 결정문에 첨부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1. REDD 프로젝트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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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와 적용된 방법론을 검토하게 되며, 그 과정에

서 추가성, 베이스라인, 모니터링계획, 환경적 영향과 사

회적 영향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인증된 배출감축량은 탄소시장에서 개인구매자에게 판

매하거나, 공적원조자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탄소크레딧

의 거래사항은 중복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부에서

기록하게 되며, 탄소크레딧의 가격은 그 품질과 수요공급

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REDD가 효과적인 탄소배출감축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

기 위해서는 누출(Leakage)의 통제와 영속성(Permanence)

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누출은 “REDD 프로젝트 수

행의 결과로 프로젝트 대상 지역 밖의 탄소배출감축 편익

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미침”을 뜻한다. 누출로 인해 긍

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가

단순히 산림전용의 발생이 REDD 대상지역에서 다른 지

역으로 옮겨가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 영속성은 REDD

프로젝트의 결과로 인한 탄소배출감소효과의 지속성과 관

련된 것으로, 베이스라인(REDD 프로젝트 부재시의 탄소

배출량)보다 REDD 프로젝트 수행시의 탄소배출량이 낮

은 상태가 영속적인가 하는 것이다. 산림전용비율이 감소

가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배출감소효과는 영

속적일 수 있지만, 화재나 수종전환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REDD 프로젝트 대상지의 탄소배출감소효

과가 소실될 수도 있다. 

REDD 정책 쟁점 논의 사항

2005년 COP-11에서 REDD가 처음 제안된 이후 2007년

COP-13까지의 2년 동안 SBSTA가 중심이 되어 REDD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수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 및 연구단체와 NGO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서

REDD의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REDD를 UNFCCC

체제 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 논의사항은 표 3과 같으며, 이는 크게 ‘산림전용과

산림황폐의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량의 산정 방법과

그에 대한 측정 방법 개발’과 ‘REDD 사업수행 대상국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센티브 체제 결정’의 두 가지 측면

으로 나누어진다. 

1. REDD 탄소배출량 산정방법과 측정방법의 개발

REDD 탄소배출량 산정방법과 측정방법의 개발은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와 관련되는

사항이다. 앞서 언급된 REDD 메커니즘의 탄소측정과 베

이스라인 부분은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여 탄소배

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정량적 측정과 보고,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 REDD 대상지의 산림면적 변화

와 토지이용 변화를 원격탐사를 통해 측정하게 되는 과정

에는 주로 인공위성이 활용된다. 토지사용, 토지사용변화,

산림활동으로부터의 탄소저장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

표 3. REDD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한 제안.

적용규모 적용범위 베이스라인 재정 메커니즘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국가단위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개발수준이 반영된
과거 추세 (5년 기간)

시장 중심. 2012년 이전까지의 
준비기간 동안, 시장체제와 
기금체제 병행

브라질 국가단위 산림전용 방지 과거 추세 (10년 기간)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지원 및 
기술 이전이 포함된 기금

India Compensated
Conservation 국가단위

산림보전 및 개선,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1990년 혹은 다른 기준 기존 산림 보전 기금

Tuvalu Forest
Retention Scheme 국가단위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생계활동제외)

− 혁신적 기금체제 도입

Commission of Central
African Forests 국가단위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개발수준이 반영된 과거
추세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시장개설 및 산림관리 기금

Latin America Nested 
Approach

국가단위와 
지역단위 병행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배출참조율 기초 자발적
목표를 반영한 과거추세

시장중심. 
AAU 경매 또는 다른 기금 통한
추가 재원 마련

노르웨이 국가단위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과거 산림황폐화율 
추세가 낮은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고려

시장과 펀드 혼합 방식
(민간섹터 및 펀드 참여 유도를
위한 시장 조성)

EU 국가단위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SFM, 산림탄소축적
증진

합의된 국가별 배출량 
기준 참조
(기간별로 협상 및 검토)

시장과 연동된 기금

뉴질랜드 국가단위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 기금 혹은 시장

자료 : FERN. 2008. An Overview of Selected REDD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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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청 및 측정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단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REDD 사업수행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이와 같은 원격탐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하기에는 기술, 역량, 그리고 재정 부분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결국 그에 대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

술이전, 역량강화, 그리고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시 REDD의 MRV에 대한 논의는 REDD의 적용규모,

적용범위 그리고,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사항과 연결된다.

REDD 적용규모의 결정은 REDD 탄소측정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감소 전략의 수행과 배출권의 소유권 등에도 영

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누출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국가

단위의 적용이 지지되지만,5) 남미를 위시한 일부지역에서

는 형평성을 위해서 지역적 또는 사회적 단위, 즉 프로젝

트 단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젝트 단

위 적용 필요성 주장의 주요 논지는 국가단위에서의 REDD

모니터링과 탄소측정을 수행하기가 몇몇 국가에서는 어

려우며, 그에 대한 수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프로젝트 단

위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UN-REDD

(2010)는 REDD 프로젝트 대상 국가의 역량증진과 체계

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가단위 적용에 따

르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국가

단위 적용 접근법과 프로젝트 단위 적용 접근법에 대한

절충안으로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과 전체 모니터링 체계

를 관리하고, 실제 프로젝트의 추진은 NGO, 지역정부 혹

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혼합접근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적용범위 논란은 산림전용에 초점을 둔 REDD 절차에

산림황폐화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다. 어떤 국

가에서는 산림황폐화가 산림전용보다 더 큰 온실가스 배

출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REDD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

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산림황폐화가 포함되면 REDD

모니터링 체계가 복잡해지고 필요한 역량강화의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REDD 적용시점이 지연되고 정착

이 더디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동

일한 절차에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를 모두 다루는 것

에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은

UNFCCC 당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판

단된다. 

베이스라인은 한 국가가 REDD를 통해 얼마나 많은 배

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결정은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한 국가의 과거 수년 동

안의 평균 산림전용비율에 기반하는 역사적 참고 수준

(historical reference levels) 방법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이 방법에서는 과거 산림보전을 잘 해온 국가

의 경우 베이스라인이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2. REDD 재정 메커니즘과 그 밖의 논의 사항

REDD의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억제에 선진국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어떠한 방

식으로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제까지 UNFCCC

에서는 크게 시장접근방식과 비시장접근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시장접근방식에서는 REDD를 규제시장에 포함시키

거나 REDD 추진 재정을 탄소시장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를 통해 창출한다. 비시장접근방식은 공적원조, 탄소집약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또는 기부금을 통해 REDD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탄소거래시장을 통한 막대한

자본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장접근방식이 채택

될 가능성이 크지만, REDD 크레딧이 현존 규제시장에 포

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REDD 프로젝트의

까다로운 기술적 요구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인해 비시장

접근방식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은 편이다. 이 두 가지 접

근방식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혼합이 가능하며,

제안된 REDD 실행안들 역시 혼합적 접근법을 취하는 경

우가 많았다. 

REDD 대상지의 지역사회와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안

전장치와 생물다양성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REDD의 사회적 안전장치 필요성

에 대한 고려는, REDD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관련 정보

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토지임대

제도가 불확실한 지역에서 높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배제 또는 강제이주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REDD가 PES의 전형적 유형이라는 특성 때문에,6)

REDD 활동은 그 추진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수자원

함양, 그리고 토양침식 방지와 같은 환경적 편익에 기여

할 수 있다. Dudley et al.(2010)은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

부한 열대우림에 탄소저장량이 많으며, 이 지역은 또한 주

요 보호지역 지정대상지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역사

회의 보전과 환경적 편익 창출은 성공적인 REDD 추진에

필수적이지만,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 이외

의 목표를 포함시키는 것은 REDD 체제의 정착에 비효율

5)국가단위 체제로 REDD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발생할 경우, 누출로 인한 추가적 탄소배출 역시 국가단위 REDD 실적

에 합산된다. 프로젝트단위 체제로 REDD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누출로 인한 추가적 탄소배출을 REDD 실적에 고려하기가 어렵다.
6) PES(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생태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익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보상

체계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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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REDD 국제 절차

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포함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과

정을 거치면서 결정될 것이다. 

REDD 추진 국제 동향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UNFCCC COP-

16에서 2012년에 종료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

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UN이 주도하

는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글로벌 다자체제가 두 나라가 협

상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추구하는 양자체제나 EU-

ETS와 같이 지역간 협의에 근거한 준다자체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다자체제의 종료는 탄소관세

의 등장을 의미하며,7) 이 경우 FTA처럼 이해가 맞는 국가

들끼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탄소배출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김성일, 2011). 

현재 일본은 COP-16에서 양자체제의 도입을 선언하고

인도네시아를 REDD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이미 일본

환경부가 대외적인 탄소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경제산업

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미얀마, 중국, 페

루 등과 양자협약 체제를 구축 중이다. 특히, 종합상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REDD, 원자력발전 등 교토체제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던 배출권을 자국체제에서는 인정을 하며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은 해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열대우림국가 지원사업을 시작하

였다. 국내 경기부양 자금, ODA 자금, 그리고 탄소배출권

수입 자금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 일본과 탄소 양자체제를

구축한 9개 국가에 대한 원조자금을 마련했다. 일본 내 경

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체제 투자 및 설립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가에 적용하되, 일본 기업에 하청을 주어 투자

자본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통해

추가 자본을 얻는 전략이다(그림 2). 이를 통해 일본 정부

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국외탄소배출권 구매 감소로 인

한 예산 절감, 청정개발사업 실적 증진, 그리고 친환경 국

가 이미지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일명, 왁스만-마키법)

을 기본 토대로 하고 REDD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

안을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양자간 체제 구축을 위한 협

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지난 2010년 8월 일

본과 양자간 체제 형식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발을 추진

해 나갈 것에 합의한 바 있으며, REDD 거래소를 설치하

여 양자간 체제의 형식으로 REDD 프로젝트를 진행할 준

비를 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전반을 규율하는 탄소 협정

이 아닌 일부 산업별 양자협정을 여러 나라와 맺을 가능

성도 높다. 만약 철강, 시멘트 등 경쟁력 있는 몇 개 부문

에서만이라도 중국과 일본 양국이 탄소배출량 감축에 합

의하게 되면, 중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탄소감축을 반

대하는 미국 공화당은 물론 한국, 러시아, 인도 등 탄소배

출 감축 의무를 피하려는 국가들도 의무부담 회피의 명분

을 잃게 된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이미

40여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REDD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 추진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국제 이니

셔티브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8) 양자간 협력 프로

그램, 그리고 개발도상국 단독프로그램이다. 실제 REDD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은 다음(표 4)와 같이 각 대상 국가

별로 정치구조, 토지소유형태, 재산권확립정도, 산림전용

및 황폐화 관련 자료,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인에 의해 다

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중 특히 인도네시아는 LULUCF가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차지하며, REDD 적용가능 대상지의 총면적은 약

8,560여만 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oer, 2010).

만약 20년 내에 인도네시아의 AR-CDM과 REDD 적용이

가능한 모든 산림이 복원된다면, 조림과 재조림을 통해 연

간 0.30Gt(Giga ton=10억 톤), 복원을 통해 연간 0.44Gt의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서는 코펜하겐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CER 26%를 달성

할 예정이지만, 단일 글로벌 다자체제 뿐만 아니라 양자

협력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면 총 41%의 CER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R-CDM과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투자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구매

자 독점시장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현재 최대의 탄소시장

인 EU-ETS가 회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REDD를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

그림 2.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메카니즘.

7)탄소관세는 탄소배출감축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8) World Bank의 FCPF(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와 FIP(Forest Investment Program), UN-REDD, ITTO REDD Partnership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선진국이 재원을 출연하고, 이 조직이 개발도상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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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투자 유치 대상을 다양화하지

못하면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

게 된다. 

인도네시아 국가 REDD 전략의 기본 방향은 저용량 벌

목과 SFM 활동을 통해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것이며,9)

인도네시아의 산림 대부분이 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칼리만탄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

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수

익을 위한 지역사회 토지소유권 명확화 및 강화 노력과

필요탄소축적 계정을 위한 역량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정책제언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현상에 대처하기 위

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이라는 그 공동 목적 추구에 대한 완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국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의무감축국으로 편입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REDD+와 관련해서는 개발도

상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

된다. 

REDD 재정 메커니즘이 비시장기반의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부속서 I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

스 저감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REDD는 우리나라 녹색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효율적 실행방안이 될 수 있다. 녹색 ODA

는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완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물,

산림, 에너지, 농업, 환경 분야의 공적개발원조를 뜻한다

(산림청, 2009b). 국내 녹색성장위원회(2009b)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 녹색 ODA의 비중을 전체 ODA 대비 2013

년 20%, 2020년에는 30%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녹색 ODA에 기반한 REDD 사업의 수행은 우선적으로는

MRV와 관련된 기술이전, 역량강화, 그리고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시장기반 REDD 재정 메커니즘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REDD 도입 및 운영목적은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용 감소와 국내 의무

이행할당량의 이행 기회 제공 그리고, 기후변화관련 협상

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가 될 것이다(산림청, 2010). 이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하토야마 이

니셔티브의 사업모델을 참고할만하다. 인도네시아, 베트

남, 라오스 등 REDD 대상국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

래체제를 수립하고, 국내 경기부양자금과 ODA 자금을 투

자한 후 국내 사회간접자본 체제 투자 및 설립 노하우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신 한국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얻어

진 산림탄소 배출권의 일정비율을 투자대상국에 기부하

9) 2009년 현재까지 REDD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 정책촉진을 위한 독립법을 제정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2009년

5월과 7월에 각각 REDD 규칙과 수입분배 규칙을 독립법으로 채택하였다. REDD 독립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국제 투자유치

에 유리하다.

표 4. 주요 국가별 REDD 이행 사례.

국가 주요 활동

베트남

− 2008년 FCPF 참가 이후, 시범프로젝트를 제안하는 REDD 로드맵 구축
− 로드맵 구현을 위한 각 부처 간 조정 및 협력 필요
− 지역주민 보상 메커니즘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
− 불명확한 토지 보유권 및 산림황폐화 자료 부족 등 기타 문제 존재

볼리비아

− 기금기반 REDD 접근으로 국가전략 전환
− 산림소유권 정의 진보로 REDD 이행에 유리한 조건
− 영소농·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부노력으로 REDD 이행 전망 긍정적
− 기후변화·산림관련 각 부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필요

인도네시아

− COP-13 이후 국가적 정책 및 전략발전 지속, 각 기관 권한 및 역할 조정 필요
− 칼리만탄 지방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범 프로젝트 실행
− 지역사회 수익을 위한 지역사회 토지보유권 명확화·강화 노력 필요
− 탄소축적 계정을 위한 능력 구축 필요

카메룬

− REDD 초기단계로 R-Plan 구상 및 계획 중
− 벌목 등에 대한 대안족 소득 및 REDD 비용·보상에 관한 논의 필요
− 토지 및 수목 등에 관한 지역주민 권리 논의 필요
− 부족한 정보를 민간 및 지역사회로부터 얻을 가능성 높음

탄자니아
− REDD 비수익성 우려 속에 빈곤 등을 고려한 REDD 포괄적 접근 강조
− REDD 사업 신속하게 전개
− REDD 내 지역사회 참여적 절차 도입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이해와 향후 협상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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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기적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증대를 꾀하는 것이 권

장된다. 이와 같은 방안의 실질적 추진에는 투자수행을 위

한 제도의 정비와 산림탄소배출권의 생성, 발행, 검증, 그

리고 기록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REDD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해야 한

다. 국내에서는 2010년 1월에 저탄소녹색성장법이 제정됨

으로써 산림분야의 국제적 활동 연계에 상당한 추진을 받

게 되었다. 관련하여 녹색성장법 55조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흡수원으로

서의 산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다. 시행령 26조에서는 환경부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REDD와 산림감독 및 관리 주체의 정부부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를 다루고 있는 46조에

서 산림상쇄와 그에 대한 REDD 할당 설정 일부를 다루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REDD의 프레

임을 고려하면, 산림탄소배출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법과 연

계하여 산림탄소배출권의 계약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 관할권의 소재를 정하고 확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 역시 REDD의 주요 투자국이 될 가능성

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적절한 투자대상국을 선정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

는 부분이 될 것이다. REDD가 양자간 협약체제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ODA를 통해 구축한 ASEAN 산림거버넌스를 적절히 활

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과 ASEAN에 속한 개발도상

국가간의 REDD 양자협력체제에 있어서 그 목적은 양자

간 협력에 의한 저감과 적응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며, 한국이

재정과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산림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

으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 REDD

전략을 수립한 인도네시아의 REDD 투자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산림

부분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2009년에는 목재바

이오메스와 에너지산업개발 특별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20만ha이상의 산림을 할당해서 한국기업들이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인도네시아

동부 롬복지역에서는 KOICA를 통해 우리나라의 첫 AR-

CDM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향후 중부 롬복지역에서는 동

기관에 의해 우리나라 첫 REDD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REDD 사업은 단순 탄소배출

량 감축뿐만 아니라 혼농임업, 산불방지, 대체소득지원,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행정/제도적 관리 장애요

인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ASEAN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AFoCO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 성격의 AFoCO는 한국 주도의 아

시아 산림협력기구로서, 세계적 산림녹화 성공국으로서의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국의 산림 및 환경

강대국으로서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ASEAN 국가와 지속적 산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ODA 확대를 수행하기 위한 다자

간 협력체계의 수행기구이다. 향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세계 기후변화체제의 한 요소인 REDD를 AFoCO가 추진

함으로써, 국내 Offset 확보의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기여를 증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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