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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9년 12월, 전 세계 194개국 대표단과 124개국 정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를 열고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이끌어 냈다. COP-15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입장
차이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탄소흡수원인 산
림보호를 위해 REDD+를 강화함으로써 산림과 임업의 비중이 커지는 의외
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
REDD는 ‘산림 감소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의미하는 영어 약자이고,
REDD+는 REDD의 중요성을 확대한 개념이다. 즉, REDD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나무를 자르지 않는 것이라면, REDD+는 자르지 않을 뿐 아니라 잘 관리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REDD+는 향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열대지역의 산림벌
채를 막는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업활동의 제약으로 해당지
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REDD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산림산업을 유지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잘 견주어 봐야 한다. 또
REDD+의 실행과 성공 여부는 해당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자금지원의 여부와 사
업량 측정의 명확성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과제의 목적은 COP-15에서 합의된 “REDD+를 포함한 즉각적인 메커니즘
설치”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Framework 및
향후 REDD+ 협상 전망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REDD+ 메커니즘 연구는 RE
DD+가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
울 것이고 연구결과로 제시된 기후변화협약 REDD+ 협상 전망 및 정책적 시
사점 등은 정부·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2010.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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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REDD+ 메커니즘 도입이
합의됨에 따라 REDD+는 Post-2012 체제에서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될
전망임. 따라서 REDD+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향후 REDD+ 협상을 전망하는
일은 정부 및 기업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 본 연구 목적은 기후
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 이해를 위한 논의 이슈를 살펴보고 REDD+ 협상
전망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일임.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에 의
해 지원되고 국가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수단 및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제공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REDD+ 사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법·제도·
조직 등의 물리적 기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주요 이슈인 재정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REDD+/NAMA 등록부 모델,
COP 기금 모델, REDD+ 시장 모델 등 3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
고 있음.
REDD+/NAMA 등록부 모델은 REDD+ 초기 단계 모델로 단독 혹은 양자간
REDD+ 활동 등록과 국제 REDD+/NAMA 등록부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주 내
용으로 함. COP기금 모델은 기후변화협약 COP하 REDD+ 기금에 의한 지원으
로 COP-15에서는 RED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정 메커니즘으로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된 상황임. REDD+ 시장모델은 온실가스 감
축 인정과 탄소시장을 통해 REDD+ 재원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으로 REDD+
활동의 배출권 전환을 위한 산림탄소 계정 원칙·기준 설정이 논의의 중심임.
COP-15에서의 REDD+를 포함하는 메커니즘의 즉각적인 설치 합의로 향후 국
제수준의 REDD+ 체제 구체화 논의는 가속화 될 전망임. 특히 재정체제에 있
어 REDD+ 등록부 모델은 각국의 REDD+ 활동을 촉진하고자 곧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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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배출권 거래를 위한 REDD+ 시장 모델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
되고 있음.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가 REDD+ 체제 구축은 국가 내에서의 REDD+ 활동
의 실제적 현장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각 국의 상황에 맞는
REDD+ 메커니즘 설계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국제 REDD+ 체제와의 조
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REDD+ 초기 이행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구속
력 있는 추진체계 및 법적 기반 부족, 토지 보유권 문제, 지역주민 참여, 탄소축
적 계정을 위한 능력 및 통계시스템 미구축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함.
향후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화여부 및 구축될 REDD+ 재정
메커니즘 방향에 따라 REDD+는 우리나라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임. 따
라서 우리나라는 협상 시나리오 별 REDD+ 전략을 수립하고, 교토의정서 이행
(2008-12)이 만료된 이후인 Post-2012 협상 추이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REDD+ 잠재 가능국 발굴을 위한 주요국 DB를 구축하는
한편 REDD+를 위한 개도국 산림 자원 확보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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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of the UNFCCC REDD+ Mechanism and Prospect
of REDD+ Negotiations

With an agreement on the introduction of a REDD+ mechanism i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15)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REDD+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important mitigation actions against greenhouse gas(GHG) emissions.
However, in Korea, we lack materials and information on UNFCCC REDD+
mechanism, and so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mechanism and
negotiation transi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various issues discussed to construct the mechanism, forecast the
negotiation results, and finally propose the ways for preparing international
REDD+ mechanism.
An international REDD+ mechanism needs to include flexible instruments that
provide adequate, predictable, and sustainable resources to support REDD+
actions. The national circumstances of REDD+ countries are extremely diverse
and policy incentives will have to respond to different phrases in the
implementation of RED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nternational funding mechanism, there exists
three approaches to meet the variety of needs of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EDD+/NAMA Register Model, COP-Mandated Model,
and REDD+ Market Model. The REDD+/NAMA Register Model, which will
be shown in an early stage of REDD+, includes the contents on the
registration of bilateral and unilateral REDD+ actions and financial support in
an internationally managed REDD+/NAMA register. The COP-Mandated
Model is about the funding of REDD+ actions through a COP-mandated
international fund. The REDD+ Market Model is related to the funding of
REDD+ actions through approaches that account for tons of GHG reductions
and are thus carbon-market compatible. As it was agreed that the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 shall be established as an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including REDD+ in the COP-15, the details on
an international-level REDD+ financial mechanism will be discussed actively.
The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REDD+/NAMA Register Mode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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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oon pushed ahead in order to promote national REDD+ actions/supports,
and the issues on the Market Model are raised continuously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Korean government's ways to cope with the UNFCCC REDD+
framework will be depend on the negotiation results about the developing
-nation status of Korea and the REDD+ financial mechanism model.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REDD+ strategies for each negotiation
scenario and look into the negotiation situations continuously. Also, we need
to build a REDD+ countries databases to find potential REDD+ performing
countries and make chances to secure forest resources for REDD+ programs.
Researchers: Hyun Deok Seok(Ph.D.), Beom Seok Yoon
Research period: 2010. 4 - 2010. 6
E-mail address: hdseo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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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 REDD+는 산림전용·산림황폐화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및 산림 탄
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조림과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 탄소 축
적 증진(plus)을 의미.
- REDD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
는 방법으로 REDD 활동을 통해 감축된 탄소량은 탄소 시장에서 거래
가 가능한 배출권으로 인정받음.
- REDD+는 이를 확장한 개념으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부터의 탄소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산림 탄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조림
과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 탄소 축적 증진을 의미함.
◦ REDD+는 지구온난화에 위협이 되는 열대지역의 산림벌채를 막는 주요 도
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EU를 제외한 선진국들은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향후 주요 온실가스 감축 활동원으로 REDD+를 주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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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결하여 선진국의 재정지원 유
도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REDD+를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임업활동의 제약으로 해당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부작
용도 있을 수 있어 REDD+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산림산업을 유
지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잘 견주어 보아야 함.
-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인도네시아와 조림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범
적으로 REDD+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해외조림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기업들도 해외자원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약 10개국에 조림
투자를 하고 있는데, REDD+는 이러한 해외 산림자원 투자의 폭을 넓혀
줄 것임.
- REDD+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열대지역의 산림벌채를 막
는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임.
◦ UNFCCC COP-15를 통해 REDD+ 메커니즘 도입이 합의됨으로써 협약 내
에서 REDD+가 이행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됨.
-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
서는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보호를 위한 REDD+를 포함하는 메커니즘
을 즉각적으로 설치함으로써 REDD+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할 필
요성에 합의함.
- 또한, REDD+를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양, 기술 개발·이전과 관련된
개도국에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Copenhagen Green
Climate Fund)”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 이로써 국제적 제도 틀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됨.
◦ REDD+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은 정부 및 기업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 중
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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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코펜하겐 총회 이후 REDD+ 메커니즘의 국제적 합의를 위한 근간
이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기본방향은 향후 협상상황에 따라 불확실한 면
이 많고 또한 협약이 구속력을 갖고 세부사항이 마련되기까지는 더 오
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 협상 기간 동안 국가적 REDD+ 전략 수립에 앞서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향후 구축될 REDD+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향후 REDD+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하는 일은 기후변화협약 완화활동(mitigation action)1에
관한 협상전략 수립 및 REDD+에 대한 정부 및 기업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 목적은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 이해 및 REDD+ 협상 전망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일임.
- 본 연구의 목적은 COP-15에서 합의된 “REDD+를 포함한 즉각적인 메
커니즘 설치”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틀을 살펴보고 향후 REDD+ 협상을 전망해 봄으로써 정부·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외국 문헌 및 초기 REDD+ 사례분석을 기초로 기후변화협약
내 구축될 REDD+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개될
REDD+ 협상 전개방향을 전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1

기후변화 완화활동은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활동 등을 말하며, 산림을 통한 완화활동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CO  를 산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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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 REDD+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외국 문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 구축방향을 검토함.
- REDD+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의 문헌자료를 통해 REDD+의 개념·특
성 및 REDD+ 협상 동향 등이 정리된 것이 전부임.
- 외국에서는 CIFOR, UN-REDD 등을 중심으로 REDD+ 메커니즘에 관
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온 상황임.
- UN-REDD and CIFOR(2009)는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REDD+에 대해
논의된 분야별로 합의사항, 선택사항, 향후 논의될 사항 등을 제시함으
로써 REDD+ 협상 동향을 분석함.
- UN-REDD(2009)는 기후변화협약 내 REDD 기본구조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면서, 분야별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정리함.
- Meridian Institute(2009a)는 기후변화협약 내 REDD 메커니즘 구축 시
채택될 사항들에 대해 분야별로 고찰하였고, Meridian Institute(2009b)
는 REDD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고찰함.
- Meridian Institute(2009c)는 그 중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REDD+ 재정 메커니즘에 대해 유형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 한 바
있음.
- REDD+ 국가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도 다수 발간된 상황임.
- CIFOR(2009)에서는 REDD+를 국제 수준에서 국가수준으로 실행할 때
발생되는 기회,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국가 내 REDD+ 제도 및 기구 구
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가 수준에서 REDD+
검증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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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anopy Programme(2009)는 정부 및 비정부 기구가 국가 REDD+
제안서 작성 시 각 이슈별로 채택하여야 할 선택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
펴봄으로써 실제 REDD+ 사업을 국제 메커니즘에 제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고찰함.
-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15)에서 탄소흡수원인 산림보호를 위해 강화된 REDD+ 프로그램의
국제적인 제도적 틀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제도상의
이슈들을 고찰함.
◦ NAMA와 관련된 사항들을 메커니즘 구축 방향에 반영
- 특히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에서 논
의된 사항인 NAMA와 관련된 사항들을 메커니즘 구축 방향에 반영하
는 등 이들 연구들과의 차별을 기함.
- REDD+ 메커니즘 구축은 기후변화협약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COP-15에서는 REDD+ 메커니즘의 즉각적인 설치 외에도 NAMA 등록
부 설치도 합의된 상황임.
- REDD+만의 특수한 맥락과 더불어 기후변화협약 내 개도국 자체 감축활동
(NAMA)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REDD+ 메커니즘 구축을 감안하
였음.
∙ NAMA와 REDD+는 개도국에 의해 혹은 개도국 내에서 실시되는 기후변
화 완화활동이라 점에서 비슷한 점을 갖지만 현재 UNFCCC AWG-LCA
내에서는 분리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2.

2

REDD+는 결국 NAMA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REDD+만의 특별한 특성들
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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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보고서 구성

◦ 연구범위는 기후변화협약 상 이루어지고 혹은 이루어질 논의들에 한정
- 연구범위는 REDD+ 메커니즘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작동하게 될
REDD+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REDD+ 논의 동향 및 전
망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상 이루어지고 혹은 이루어질 논의들에 한정하
여 연구를 진행함.
◦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REDD+ 이해를 위한 기본구조, 초기 REDD+ 이행
사례, 기후변화협약 REDD+ 논의 동향, REDD+ 메커니즘 구축 및 운용, 향
후 REDD+ 협상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의 장으로 구성됨.
- 본고의 구성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은 REDD+의
이해를 위한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초기 REDD+ 활동 및
국가별 이행사례를 살펴봄.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내 REDD+ 논
의동향, 제5장에서는 REDD+ 메커니즘 구축 및 운용에 대해 살펴보며,
제7장에서는 향후 REDD+ 협상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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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의 이해

1. REDD+의 의의 및 중요성

1.1. 배경
◦ 산림의 타용도 전환으로 인한 배출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
- 열대림은 전 세계 육지면적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 생물권
탄소의 약 25%를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열대림
벌채, 황폐화는 대기 중으로 다량의 CO2 방출을 초래하고 있음.
- 약 1,300만 ha의 열대림 면적이 매년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음.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손실로 토지의 타 용도전환으로 인
한 배출량의 18.3%를 차지하는 양임.
- 따라서 산림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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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토지 용도전환으로 인한 배출량 구성비

자료: Global Canopy Programme(2009).

◦ 산림 전용·황폐화의 주 원인은 대규모 농지로의 전환이 큰 부분을 차지함 .
- 산림 전용·황폐화 원인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산림을 음식, 연료, 농지로의 이용하기 위한 지역
사회 압력과 빈곤과 인구증가로부터 오는 압력 등이 산림 전용·황폐화
로 이어지고 있음.
-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벌채되고 있지
만, 특히 산림 전용·황폐화의 주요 원인은 소비자 수요 증가에 의한 대규모
농지로의 전환임.
- 농지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
프리카는 수출용 쇠고기 생산 및 콩 재배를 위해, 아시아는 팜 오일, 커
피 재배를 위해 농지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목재에 대한 수요 역시 토지 용도전환으로부터의 배출에 큰 기여를 하
고 있음.

1.2. REDD+ 의의 및 목적
◦ REDD+는 개도국의 산림전용·산림황폐화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및 산림 탄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조림과 산림복원을 통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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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탄소 축적 증진을 의미함.
- REDD는 주로 배출 감축에 관한 것으로, COP-13 발리 행동 계획3에서
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REDD를 다음과 같
이 접근함.
- “Policy approaches and positive incentives on issues relating to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 최근에는 REDD+의 “+”인 탄소량 보존 및 강화와 관련된 활동도 관심
이 증가되고 있음.
- REDD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산림전용·산림황폐화로부터 탄소배출을
하고자 혹은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줄이는 대신에 이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REDD+는 기후변화와 빈곤,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서비스
유지 등 기존의 접근법들이 다룰 수 없었던 문제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산림전용·산림황폐화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음.

2. REDD+의 기본구조

2.1. 기본원칙
◦ REDD+ framework는 범위, 기준레벨, 재정, 분배 등으로 구성됨.
- 그림 2-2는 각각의 REDD+ 활동의 이해를 위한 기본구조를 나타내며
3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은 REDD 및 REDD+ 활동을 기후변화협약 내 감축활
동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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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됨.
∙ 범위(Scope): 어떤 활동이 REDD+로 인정될 것인지?
∙ 기준레벨(Reference Level): 어떻게 측정될 것인지?
∙ 재정(Finance): 재원 조달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 분배(Distribution): 재원은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지?
- REDD+ 활동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공정성 평가는 범위, 기준레벨,
재정, 분배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될 것임.
그림 2-2. REDD+ 기본구조

범위(Scope)
- REDD+ 활동의 범위

기준레벨
(Reference Level)
- 배출감축 추정방법
- 추정시점 및 기간

재정 (Finance)

배분 (Distribution)

- 자금 재원 출처
- 다수의 재정 메커니즘
존재여부

- 누구에게 배분되는지?
- 보상을 위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있는지?

효과(Impact)

환경적으로 효과적인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공정히 배분되었는지?
정치적으로 적합한지?

2.2. 범위
◦ 주요 논의 대상은 배출 감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 설정 문제
- 범위의 설정은 각각의 REDD+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어떠한 활동이 REDD+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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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범위의 문제는 REDD+ 체제하에서 배출 감축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
는 활동들을 설정하는 것임.
- 범위의 선택은 REDD+ 메커니즘의 규모, 상대비용, 감축량 등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며, REDD+ 활동임을 입증할 개도국들의 MRV4 능력 및
협상 합의안에 대한 정치적 실행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REDD+ 활동 범위 옵션
- 선택 옵션: 배출감축과 관련된 활동
∙ RE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and enhance-m
ent of carbon stocks)
표 2-1. REDD+ 활동 옵션
감축활동

온실가스
감축

목

적

정책도구

활

동

산림황폐화 방지
(Deforestation)

RED

법제정, 거버넌스 확립, 토지보유권
확립, SFM, 환경서비스 지불제 등
을 통한 기존 탄소흡수원 유지

산림황폐화 방지
(Degradation)

REDD

SFM, 환경서비스 지불제 등을 통한
훼손 산림 복구 + RED활동

탄소 흡수원 강화

REDD+

숲 지역에서의 새로운 탄소 흡수원
확충 + REDD

탄소 흡수원 조성

A/R CDM

신규조림 및 재조림 등 숲 이외 지
역에서의 새로운 탄소 흡수원 확충

격리증가

4

측정(measure), 보고(report), 검증(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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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준레벨
◦ 배출 감축량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에 관한 문제임.
- REDD 메커니즘은 배출 감축량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
되어야 함.
- 기준레벨은 범위 내 활동이 측정되는 기준 기간(reference period)과 규
모를 정의하는 문제임.
◦ REDD+ 기준레벨 옵션
- 선택 옵션: 기준기간, 규모
∙ 기준 기간(reference period): 과거 베이스라인, 수정된 과거 베이스
라인
∙ 규모(scale): 국가 내(sub-national) 규모, 국가적(national) 규모, 국제적(int
ernational) 규모
◦ REDD+ 메커니즘 이행으로 얼마만큼의 배출이 감축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
- 기준레벨은 미래 배출 감축이 측정되고 잠재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예
상 시나리오를 정의하며 주어진 활동의 추가성(additionality)을 결정하
는 데 활용됨.
- 즉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REDD+ 메커니즘 이행으로 배
출감축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됨.
◦ 기준레벨은 과거 기준레벨(historical reference level)과 추정 기준레벨(projected
reference level) 두 가지 유형이 있음.

13
◦ 과거 기준레벨은 과거 산림 황폐화율을 기준 베이스라인에 이용됨.
- 과거 기준레벨은 미래 행동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과거 산림 황폐화율을
이용함.
∙ 한 예로 한 국가가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매년 1GtCO2 가 흡수된
100만 ha의 숲이 황폐화 된다면 과거 베이스라인은 1GtCO2/yr가 될
것임.
∙ 이 경우 1GtCO2/yr 이하의 산림 황폐화율은 추가적인 것으로 측정되
어 감축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불됨.
그림 2-3. 과거 베이스라인
배출량
(GtCO2)

배출감축
1.0

기준레벨
기준기간

1990

실제배출

계정기간

2005

2020

연도

자료: Global Canopy Programme(2009).

- 과거 기준레벨은 추정 시 이용되는 데이터의 질적인 측면 및 이용 가능
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만약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미비한 국가에 있어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향후 국가적 환경 변화로 예상되는 산림 황폐화율 증가에 대한 고려
가 없음.
- 과거 조정된 기준레벨(historical adjusted reference level)은 과거 기준레
벨에 발전 조정 인자(DAF, development adjustment factor)를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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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래 산림 황폐화 요인에 의한 변화 예상치가 과거 기준레벨에 반
영된 것임.
∙ 앞의 예에서 과거 베이스 라인에 대한 10%의 발전조정인자를 반영하면 1.1Gt
CO2/yr의 과거 조정된 베이스라인이 설정되고, 배출 감축은 1.1GtCO2/yr
수준 아래의 양으로 측정될 것임.
∙ 과거 조정된 기준레벨에 의하면, 미래 온실 가스 배출이 비록 증가하
더라도 발전 조정 인자를 제시하고 검증될 수만 있다면 배출 감축으
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그림 2-4. 과거 조정된 베이스라인
배출량
(GtCO2)

1.1

배출감축
DAF

1.0

기준레벨
기준기간

1990

실제배출

계정기간

2005

2020

연도

자료: Global Canopy Programme(2009).

◦ 추정된 기준레벨
- 추정된 베이스라인은 산림 황폐화율이 미래에 얼마나 변할 것인지 예측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산림 황폐화에 관한 기초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적 요인 분석을 위한
계량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베이스 라인을 추정하는 것임.
- 산림황폐화를 유발하는 더 넓은 범위의 변수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론
적으로는 과거 기준레벨 방법에 비해 강한 접근법임.
- 단점은 주요 변수들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고 정확함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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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추정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UNFCCC와 국제회의상에서는 협상
의제로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임.
- 또한 모델에 적용되는 가정 및 고려하는 변수에 따라 추정되는 기준레
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및 변수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됨.

2.4. 분배
◦ 분배는 REDD+로부터 얻은 수익을 REDD+와 관련 없는 산림 국가들에 어
떻게 분배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
- 범위와 기준수준은 배출 감축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비
해 분배는 재정적 보상 형태의 수익이 배출 기반 접근인 REDD+로부터 직
접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산림 국가들에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
- REDD+ 당사국 활동에 대해서만 보상 및 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
의가 대부분이지만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 감축국 외의 국가들에게
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REDD+ 분배 옵션
- 선택 옵션: 메커니즘
∙ 재분배 메커니즘(Redistribution mechanism)
∙ 추가 메커니즘(Additional mechanism)
◦ 주요 논의 이슈는 높은 산림밀도와 낮은 산림 황폐화율 국가들에 대한 보상
문제임.
- 분배 메커니즘의 목적은 오직 배출 감축 기준에 의해서만 보상이 결정되는
REDD+ 활동에 대해 국제적 누출을 피하고 보상 메커니즘의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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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것임.
- 주요 이슈는 각기 다른 REDD+ 활동으로부터 높은 산림밀도와 낮은
산림 황폐화율 국가(HFLD nation)들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HFLD 국가들이 현재 수준의 탄소량을 보존하는데 보상받지 못한다면,
이윤을 목적으로 산림 벌채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임.
◦ HFLD 국가들을 보상하는 방법론은 크게 REDD+ 수익 재분배와 추가적인
자금조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재분배 메커니즘
- 재분배 메커니즘의 핵심은 HFLD 국가들을 지원할 재원이 메커니즘 그
자체로부터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초기 논의5는 수익률이 배분될 국제 베이스라인을 이용하는 것임. 국제
베이스라인에 따른 보상은 산림 황폐화율이 국제 평균 이하인 HFLD
국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두 번째 방법은 세금 및 징세를 기반으로 한 배출감축 수익의 일정부분
을 자금의 형태로 공제하는 세금 공제 메커니즘임.
◦ 추가 자금조성
- 재분배 메커니즘에 대한 대안은 추가적인 재원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
이며, 많은 논의들이 HFLD 국가들을 지원할 추가적인 안정적인 재원을
제안하고 있음.
- 추가적 재원은 자발적 펀드 혹은 혁신적인 재원 메커니즘에 의해 마련될 수
있음.

5

Combined Incentives와 Incentive Accounting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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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정
◦ REDD+ 재원 출처에 관한 문제.
- 재정에 관한 문제는 재원을 어디로부터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REDD+ 메커니즘하 배출 감축을 보상하기 위해 이용될 자금의 출처에
관한 사항임.
◦ REDD+ 재정 옵션
- 선택 옵션: 재원(source)
∙ 탄소시장(Carbon Market)
∙ 시장 연계 재원(Market-Linked)
∙ 자발적 재원(Voluntary Fund)
∙ 단계별 접근(Phrased approach)
◦ REDD+ 재정 메커니즘은 직접 시장, 시장 연계 재원, 자발적 재원 메커니즘
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
◦ 탄소시장 메커니즘
-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가 총량거래제(national cap and trade system)에
서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REDD+ 배출권(CERs)이 기업 및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최근 시장접근법은 REDD+ 크레딧이 시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존의
CER들과 교환할 수 없도록 하는 이중시장(Dual-market) 메커니즘으로
변화되고 있음.
- 특히 이중시장에 있어 REDD+를 통한 배출 감축이 기존의 부속서 I 공
약들에 추가될지 아니면 이를 대신하게 될 지는 향후 핵심 논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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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연계 재원 메커니즘
- 연결된 시장 접근법 메커니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이 충당될 수 있
음. 국제적 수준에서 AAU을 경매하는 방식과 국가적 수준에서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방식 모두 배출권 경매를 통
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 경매를 통한 배출 감축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부속서 I 공약 달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
◦ 자발적 자금
- 자발적 자금은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음. 노르웨이
의 260억 달러 자금 제공 등과 같은 국제개발원조(ODA) 활동은 자발적
자금의 한 예임.
- 일반적으로 비부속서 국가들은 선진국들로부터의 신규 추가적인 재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원으로부터 감축된 배출량은 배출 감축 목표에 반영
될 수 없음.
◦ 최근 단계별 접근 방식이 부각
- 열대림 국가들의 각기 다른 발전단계 및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각각의
재정 메커니즘들이 조합된 단계별 접근 방식이 최근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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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REDD+ 활동 및 국가별 이행사례

1. 초기 REDD+ 활동

◦ 여타 완화 활동에 비해 활발히 실행
- 교착상태에 있는 다른 완화활동과는 달리, 많은 REDD+ 실연 활동이 국
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40여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REDD+ 전략 개발 및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 국제적으로, 양자간 혹은 단독 실행되고 있음.
◦ FCFP, UN-REDD, FIP 등의 국제 REDD+ 이니셔티브
- 국제 REDD+ 이니셔티브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산림탄소협력기구
(FCPF), FAO, UNDP, UNEP가 공동으로 개발한 UN-REDD6, 세계은행
의 산림 투자 프로그램(FIP), 국제환경기금(GEF) 및 국제열대림기구
(ITTO) 등의 산림보호 부문 주체 등이 있음.
◦ 노르웨이, 호주,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의 양자간 협력 프로그램
6

United Nations REDD Programm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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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많은 선진국들도 발리 로드맵상 REDD+ 실연활동을 위해 상호 협
력 노력을 새로 시행해왔음. 여기에는 노르웨이의 국제 기후산림 이니셔티
브(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호주의 국제 산림탄소 이니
셔티브(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노르웨이와 영국의 지원과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이 운영하는 콩고분지
산림기금(Congo Basin Forest Fund) 등이 있음.
◦ 칠레, 코스타리카, 콩고분지 유역 국가들의 단독 프로그램
- 칠레, 코스타리카, 콩고분지 유역의 국가들은 최근 국내 산림보호 활동
및 지속가능한 관리 등의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산림 부
문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초기 REDD+ 이행활동들
◦ 국제적인 REDD+ 이니셔티브
- 세계은행(World Bank)의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 FAO, UNDP, UNEP가 공동으로 개발한 UN-REDD
- 세계은행의 산림 투자 프로그램(FIP)
- 국제환경기금(GEF) 및 국제열대림기구(ITTO) 등의 산림보호 부문 주체
◦ 양자간 협력 프로그램
- 노르웨이의 국제 기후산림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amte and Forest Initiative)
- 호주의 국제 산림탄소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의 콩고분지 산림기금(Congo Basin
Forest Fund)
◦ 단독 프로그램
- 칠레, 코스타리카, 콩고분지 유역의 국가 등의 국내 산림보호·지속가능한 관
리 노력 확대 및 관련 입법 활동 강화
-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황폐화 방지 및 조절을 위한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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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브라질에서는 2004년부터 13개 중앙부서가 공동으로 아마존 산
림황폐화 방지 및 조절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Preventi
on and Control of Deforestation in the Amazon)을 추진하고 있음.

2. 국가별 REDD+ 이행 사례

2.1. 볼리비아
◦ 기금기반 REDD+ 접근으로의 국가 전략 전환
- 볼리비아는 국가적 REDD 전략 개발에 있어 초기 출발국이었으나 제
도·정치상의 변화로 국가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
련됨.
∙ 2006년 이후 볼리비아 정부는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산림에 대한 강한
역할을 주장해왔음.
∙ 2008년 초에는 준비계획 아이디어노트(R-PIN)를 국가기후변화 프로그
램(NCCP) 기술위원회로부터 발전된 FCPF에 제출하여 승인받음.
∙ 2008년 말 Evo Morales 정부는 시장의 규제기능과 그 근간을 이루는
자본가 논리에 계속 의문을 던지는 입장을 취함.
-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이 2009년 더욱 강해진 결과 국가 REDD 전략 방
침이 변화되고 REDD에 대한 제도상의 책임이 전환됨.
- 정부의 새로운 입장은 시장기반 REDD 메커니즘 참가를 거부하는
대신 기금기반 접근 전략을 취하는 것임. 이러한 입장은 REDD 시장
수익성이 있다고 예상했던 각 부처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비판을 받
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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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유권 정의 진보로 REDD+ 이행에 유리한 조건
- 2009년 중반 현재, NCCP는 책임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정부전략과 함께
하기로 규정함.
- 산림소유권 정의에 대한 진보는 정책수립을 촉진하고 있음. 1996년 볼
리비아 토지보유권개혁법은 공식적으로 지역 공동 부동산을 인정하였
고, SFM을 촉진하고 있는 새로운 임업법은 산림자원에 대한 개인 혹은
공동사회의 권리 일부를 인정하고 있음.
- 현재 개혁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재산권들이 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음.
◦ 영소농·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부노력으로 REDD+ 이행 전망 긍정적
- 국가 내의 REDD 실연활동을 이행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있음. 가장 두드러
진 것은 볼리비아 아마존(Bolivia Amazon)7에서의 국내 지역 REDD 프로그
램(Subnational Indigenous REDD Programme)임.
∙ Moore Foundation와 네덜란드·덴마크 정부 자금으로 운영됨.
∙ CIDOB의 입장은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오랜 역사를 반영하기도 하지
만 지역민들이 중요한 산림지역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반영함.
∙ 공동 부동산 3지역 600만 ha, 6개 지방정부, 국립 산림감독 책임기관
등이 여기에 관련됨.
- 그 밖에 볼리비아는 민간부문에서 출자되고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가 실행하는 노엘 캠프 프로젝트(Noel Kempff Project)
를 주관함.
- 볼리비아 REDD의 최종 범위와 계획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영소농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REDD+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
능케 하고 있음.
◦ 기후변화·산림관련 각 부처 간 업무조정 및 협력 필요
7

NGO단체인 FAN과 국가지역연합체인 CIDOB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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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도하 일관된 국가 REDD 과정을 발전시키는 일은 기후변화·
산림에 대한 책임이 각 부서들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환경·수자원부 특히 환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부서 등이 REDD에 초
점을 두고 있음.
- 임업관련 업무는 농촌개발·토지부 산하 산림경영·개발부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
- agency를 참여시키고 관리하는 역할 및 관할은 전체적으로 분명치 않
음. 따라서 반대활동, agency 내부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
력이 필요할 것임.

2.2. 인도네시아
◦ COP-13 이후 국가적 정책 및 전략발전 지속, 각 기관 권한 및 역할 조정은 필요
-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은 2007년 발리에서의 COP-13 이전 인도네시
아 산림기후연합(IFCA) 설립 이후 진행되어 왔음.
- 몇몇 양자간 협정, 세계은행 등의 지원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 그룹은
장기적인 이행을 위한 국가 기본 틀을 구축.
- 인도네시아는 FCPC, UN-REDD 프로그램 등의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관련시킴으로써 REDD+ 국가적 정책 및 전략을 발전시킴.
- 초기 노력의 결과, 대통령 산하 기후변화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limate Change) 및 산림국 산하 REDD 위원회를 포함한 규제체제
및 국가기관들이 설립됨. 그러나 권한 및 조정역할과 관련하여 성과 및
효과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 관련된 다른 정부소속기관의 업무수행
은 REDD 관련 국가기관들이 갖는 권한위임에 의해 이루어짐.
- 정부소속기관 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역할 조정, 제도개선 등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큰 과제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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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만탄 지방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범 프로젝트 시행
- 그와 동시에 프로젝트 개발자, 투자자, 후원자 등의 프로젝트 아이디어
노트가 수월하게 사업실행 단계로 옮겨지도록 REDD+ 프로젝트 개발,
이행, 배출권 발행을 다루는 세 가지 규정이 제정됨.
∙이 중 이익배분과 관련된 규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가장 논쟁
이 되었으며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 세 규정 이후 많은 시험 프로젝트들이 인정받아 중앙 및 주 정부가 참가
한 가운데 중부·남부 칼리만탄 지방 보호구역에서 발전되어 옴.
- 하지만 향후 지방정부, 지방 NGO, 민간기업 등에 의해 착수된 많은 프
로젝트들을 인정할 수는 없었음. 이는 부분적으로 REDD를 이행할 규
제체제 및 제도준비의 지연에 기인함.
◦ 지역사회 수익을 위한 지역사회 토지보유권 명확화·강화 노력 필요
-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관
련됨. 준비기간인 2009~2012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지역사회 권리·책임,
소농들의 불안정한 토지보유권, 대규모 토지보유자들의 산림 렌트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처리해야 할 것임. 이는 산림 및 탄소로부터 얻는 이익
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임. 토지보유권 체제를 강
화하고 재산권을 명확히 해두는 일은 산림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사
회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함.
- 하지만 AMAN, Sinar Resmi 등 몇몇 NGO들은 산림에 의존하는 주민들
과 관례에 의한 권리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염려를 표명한 바 있음. 대
규모 토지 취득은 공식적인 합법성을 갖지 못한 소농들에게는 큰 위협
이 될 수 있음.
◦ 탄소축적 계정을 위한 능력 구축 필요
- 이 외에도 기준수준 설정을 위한 탄소량 및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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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함. 탄소량의 비용효율적인 MRV
는 결국 프로젝트 주체들의 수익성을 높일 것임.
- NCAS(National Carbon Accounting System)라는 국가 탄소계정 체제가
곧 구축될 예정이지만 참가기관들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
가 필요한 상황임.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정보흐름을 위한 기반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NCAS는 포괄적이고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탄소량 모니터링에 있어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준비기간 동안 공적자금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지역사회의
기술 및 입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될 것임.

2.3. 베트남
◦ 2008년 FCPF 참가 이후, 시범프로젝트를 제안하는 REDD 로드맵 구축
- 베트남 정부는 REDD 및 REDD+가 현재 환경적·사회경제적 발전전략
가운데 SFM,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흡수원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강
조하고 있음.
- 2008년 FCPF 참가국으로 선택된 이후, 베트남은 산림황폐화율이 높고
소수민족의 주요 거주지인 중부 고지대·북부 중심 지역들을 중심으로
REDD 시범프로젝트를 제안하는 REDD 로드맵을 구축해왔음.
- 2009년 9월 UN-REDD Programme은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해 ASEAN
회원국인 메콩분지 저지대 국가들 개발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함과 동
시에 Lam Dong의 중부 고지대 지역을 REDD 시범지역으로 조성할 예
정임.
◦ 로드맵 구현을 위한 각 부처 간 조정 및 협력 필요
- 로드맵은 각 부처들 사이의 조정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함. 부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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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중첩과 약한 조정기능은 베트남에서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시행하
는 데 주된 문제 중 하나였음.
- 천연자원·환경국(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은
베트남의 기후변화 활동을 관할하는 국립기관이지만 REDD를 위한 정부기
관은 농업·지역발전국(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ARD) 산하 임업부(Department of Forestry)에서 하고 있음. 양국의 권
한 및 역할 구분이 분명하고 기능 조정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활동인 만큼 조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임.
◦ 지역주민 보상 메커니즘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
- 베트남에서 REDD는 MARD 산하 위원회에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분야로 관리됨.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DD 국가
네트워크(REDD National Network) 및 작업반이 구성됨.
- REDD 계획을 위한 협의과정은 시범지역 혹은 민간 부문과의 협의없이
중앙정부 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
- 초기 고지대 프로그램들의 교훈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권한을 어떻
게 주어야 하는지는 REDD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소수민족 포함 지역 주민들은 종종 REDD 관련 논의의 중심에 서 있음.
- JICA, CIFOR, Winrock International, GTZ, RECOFTC, SNV 등과 같은
REDD 자문·네트워킹·방법론 개발과 관련된 국제기관들은 지역주민 이
익에 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음.
- 정부는 정부 주도의 REDD 추진을 반대하는 국내외 NGO 활동의 중요
성을 아직까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한 듯 보임.
- REDD 전략에 의하면 보상은 ①산림의존적인 지역사회 ②천연자원관
리위원회 ③지역산림보호 및 시행기관의 세 집단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고 제안함.
-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은 REDD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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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집단에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이익배분 메커니즘이 성과에 기반할지 혹은 정액으로 이루어질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음.
- 베트남은 각 농가에 대한 효과성·투명성·실용성 있는 보상체제를 이루
기 위한 지원정책, 메커니즘, 검증된 가이드라인 등이 아직 구축되지 못
한 상황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Norad, GTZ, USDA, EU 등의
지원으로 일부 활동들이 계획 중에 있음.
◦ 불명확한 토지 보유권 및 산림황폐화 자료 부족 등 기타 문제 존재
- 그 밖에도 베트남 R-PIN에 명시된 대로 정부 각 부서들 조정 및 기술
부족으로 부정확한 토지보유권, 보유권 배분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부
족, 토지용도 전환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 산림황폐화 추세관련 자료부
족 등의 문제가 있음.
- 베트남 산림황폐화 추세 관련 자료의 부족 및 부정확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함.
∙ 여러 정부 부서들로 감독체제의 분산
∙ 산림지역 mapping에 있어 낮은 해상도의 remote sensing 자료 적용
∙ 지역수준에서 국가수준까지의 보고체계 미약
∙ 산림축적 주기 간 일관되지 못한 산림분류체계 이용
- 토지 보유권 배분 이후 관련정보를 국가 통계체계로 포함시키기 위해
각 주체들의 관리계획은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음.

2.4. 카메룬
◦ REDD+ 초기단계로 R-Plan 구상 및 계획 중
- 카메룬 정부는 REDD+ 활동 참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지만 여전

28
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카메룬은 그 외에도 콩고분지 사업들과 열
대우림국가 연합(CFRN)에 참여하고 있음.
- 2008년 R-PIN이 제출되었고 R-Plan을 준비하기 위해 “REDD cellule”라
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6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함.
-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 산림위원회(COMIFAC)의 REDD+ 시범 프로젝
트8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개발센터(CED)를 통해 환경재서비스
지불을 위한 신 시범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벌목 등에 대한 대안적 소득 및 REDD+ 비용·보상에 관한 논의 필요
- 카메룬 산림황폐화는 주로 농지로의 용도전환 및 벌채에 기인함. 이를
위한 정책 시행이 부진한 가운데 REDD+는 대안적인 소득을 제시함으
로써 산림황폐화를 감소할 대안으로 국가적인 큰 기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REDD+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비용 부담자들에 대한 보상
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카메룬은 콩고분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벌목회사들로부
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벌채의 경우 불법이든 합법이
든 REDD+ 실행에 있어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토지 및 수목 등에 관한 지역 주민 권리 논의 필요
- 토지 및 수목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권리 역시 관습과 법령상 중첩·충돌
되기 때문에 명확한 논의가 필요함.
- 국내외 NGO 단체들은 산림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
었지만 지 역 주민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환경적 관심의 목소리를 내
는 데에는 활발한 활동을 해왔음.
- 콩고분지 다른 국가들과 같이 카메룬도 인적·기술적으로 모든 수준에 걸친
MRV 수행력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8

독일개발은행(German Development Bank, KFW) 지원으로 독일 대외기술협력기구가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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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정보를 민간 및 지역사회로부터 얻을 가능성 존재
- 지역산림의 경영계획 및 사업시행으로부터 MRV에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CED는 산림측량에 있어 GPS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이미 지역주민들
과 함께 공동 작업에 들어가 있음.
∙ ABS 컨소시엄은 카메룬 산림습지대에 대한 기초 생태정보, 산림황폐
화의 경제적 분석, 토지이용 및 임상변화 분석을 수행함.
◦ 기타 필요 논의사항
- 향후 REDD+ 수익배분을 위한 교훈이 될 수 있는 자금배분 메커니즘으
로 현재의 산림세 운영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50-40-10원칙이라 불리며, 50%는 국가수입, 40%는 지역기관 수입, 1
0%는 벌채지역 주변부의 지역사회 수입임을 의미함.
- 부처 간 협력·조정도 REDD+ 실행을 위한 선결조건임. 기후변화관련 업
무는 환경보호국(Ministry of Environment and Protect) 소관이고 산림경
영 업무는 산림·야생동물국 소관임. 양쪽 모두 REDD 기본조직으로 대
표되나 금융, 농업, 광업, 기획부서의 배제는 부처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

2.5. 탄자니아
◦ REDD+ 비수익성 우려 속에 빈곤 등을 고려한 REDD+ 포괄적 접근 강조
- 국제적으로 탄자니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개도국의 NAMA
착수를 위한 과정을 구축하는 REDD+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REDD+와 빈곤감축 등 국가 발전목표가 서로 조화된 모습
을 볼 수 있음. 이는 방출원 범위, 기준선 설정, MRV 수행력 등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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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가 환경을 고려하는 등 REDD+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
는 것임.
- 그러나 탄소 배출권 시장 수요측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REDD+가 지금까지의 CDM 사업처럼 국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 시장이 도입된다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
요함. 특히 단기적으로는 REDD를 지원할 다른 재원이 필요할 것임.
◦ REDD+ 활동들도 빠르게 전개됨.
- REDD+ 논의들은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활동들을 빠르게 이끌어 내고
있음.
- 노르웨이 정부는 REDD의 주요 추진국으로 2009년 UN-REDD 프로그램에
주어진 자금의 20%와 함께 5년에 걸쳐(2008~2012) 5억 NOK(US $90
million)을 지원함.
- REDD+는 국립 기후변화기획위원회 산하 국가 Task Force팀에 의해 관
리되고 있으며, REDD 국가 전략 개발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립탄소관리센터(National Carbon Monitoring Centre, NCMC)에 의해
REDD 신탁기금(Trust Fund for REDD)이 조성되었고, 참여적 산림 경
영, 산불관리체계, 지속가능한 벌목 등 기존의 정책들과 연결되는 통합
된 비용-수익 계량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음.
◦ REDD+ 내 지역사회 참여적 절차 도임됨.
- 마을·지역 단위 이해관계자 자문과 관련된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
적 절차가 도입되고 있음. 탄자니아 내 산림 의존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례회의 동안 이들과 깊은 상호작용이 있을 것임.
- NGO 시범 프로젝트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음.
특히 탄자니아 산림보전단체(Tanzania Forest Conservation Group)는 기
존 참여적 산림경영협회들을 통해 REDD+ 시행을 계획함. 배출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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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참여적 경영협회들의 사업시행에 의존하는 지역사회 자금의 18%
를 REDD+ 자금으로 활용함.
-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국가 REDD+ 전략 개발에 유용한 잠재자원을 제
공할 것임.
◦ 기타 필요 논의 사항
-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빈곤감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REDD+ 전략을
개발하기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음.
∙ 정확한 추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선(baseline) 구축
∙ 정부를 경유하는 자금에 대한 내부 이익배분 체계 개발
∙ 산림황폐화 방지 가운데 천연자원 의존형 지역사회의 소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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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내 REDD+ 논의 동향

1. 기후변화 국제협상 동향

1.1. 배경 및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 탄생배경
-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통해 환경이 파괴되면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
- 1980년대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고, 1988년에는 지구 온난화의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과학자 그룹인 IPCC9가 설
립되어 활동을 시작함.
- 지구온난화 문제의 범지구적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9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설립하였
으며, 기후변화에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대
책마련을 위한 유엔 산하의 정부 간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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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UN 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효됨.
- 한국은 1993년 47번째로 UNFCCC에 가입하였고, 2009년 8월 현재 193
개국 비준, 165개국 서명함.
표 4-1. 기후변화협약 탄생 배경
년도
1972

주 요 내 용

로마클럽 ‘The Limits to Growth’ 발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1979

제1차 세계기후회의

1985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

1988
1990
1992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설립
정부 간 협상위원회 구성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자료: UNFCCC(www.unfccc.int)

◦ 목적 및 원칙
- 기후변화협약 목적은 협약 제2조에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하고 인위적인 결과가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
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 명시.
- 제3조에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국가별 특수사정 고려 등의 형평성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 정책 및 조치, 대상온실가스의 포괄성, 공동이행
등의 효율성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촉진
등의 경제발전 원칙 등이 명시 됨.
- 제4조 1항에는 공통의무, 제4조 2항에는 특정의무가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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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의무: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의 자체적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통계 및 정책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개도국은 3년 이내)
∙ 특정의무: 부속서Ⅰ 국가들은 200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
준으로 안정화시켜야 하며, 부속서Ⅱ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도 부담함.
표 4-2. 기후변화협약 기본원칙과 의무부담
구

분

주 요 내 용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원칙
기본원칙

개발도상국의 특수 사정 배려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공통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및 시행과 공개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부담

차별화된 책임
- 부속서Ⅰ국가는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줄이는 의무부담
- 부속서Ⅱ국가는 개도국 및 도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및 경제적 지원
자료: UNFCCC(www.unfccc.int)

◦ 가입 당사국 국가군 분류
-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원칙에 의거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
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함.
- 부속서Ⅰ 국가는 계약체결 당시 OECD 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의 35개
국과 EU로 구성됨. 그 후 제3차 당사국회의(COP-3)에서 5개국이 추가
로 가입하여 2009년 현재, 40개국과 EU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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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부속서 및 비부속서 국가 현황
구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비부속서

OECD 국가, EU와 동구 부속서Ⅰ 국가에서 동구 기후변화협약에서 지정한
국가

권 국가 등(35개국)

권 국가를 제외한 OECD 부속서Ⅰ 이외의 국가
국가와 EU(24개국)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개발도상국에
년 대비 평균 5.2% 감축

재정지원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

및 기술이전 의무

약상의 공통의무 수행

자료: UNFCCC(www.unfccc.int)

- 부속서Ⅱ 국가는 부속서Ⅰ 국가 가운데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OECD
24개국과 EU를 의미함.
◦ 기후변화협약 구조
- 당사국회의(COP)
∙ 협약의 최고기구로 협약이행 상황 점검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 결정
∙ 매년 1회 2주간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Bonn)에서 개최, 당사국 요청
시 장소 변경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 당사국 총회와 보조 기관에 과학ㆍ기술 문제에 관한 자문 제공
∙ 1년 2회, 1회는 SBI와 동일 기간, 나머지 1회는 COP와 동일 기간
- 실행보조기구 (SBI)
∙ 당사국 총회의 효과적인 협약 이행 상황 평가 및 검토 지원
∙ SBST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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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후변화협약 구조

자료: UNFCCC(www.unfccc.int)

1.2. 교토의정서 및 교토메커니즘
◦ 의의 및 현황
-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
된 COP-3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5일에 발효됨.
- 온실가스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부속서Ⅰ, 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함.
- 우리나라는 2002년에 비준하였고, ’09년 8월 현재 189개국이 비준.
◦ 주요내용
- 선진국(Annex I Parties)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
∙ 2008~2012년(제1차공약기간) 온실가스 1990년 대비 5% 이상 감축
∙ 후속공약 기간 중 선진국의 감축의무에 대한 검토는 제1차 공약기간
종료 7년전(2006) 개시
-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Kyoto Mechanism)
∙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재(E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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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메커니즘
- 교토메커니즘이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
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 거래나 공동사
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임.
- JI, CDM, ETS 등이 있음.
- JI
∙ 교토의정서 제6조에 의거 부속서Ⅰ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
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 부속서Ⅰ의 한 국가가 다른 부속서Ⅰ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
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의미함.
- CDM
∙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의거 부속서Ⅰ국가가 비부속서 국가에 온실가스 감
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
는 것을 의미함.
∙ 대부분의 선진국들인 부속서Ⅰ국가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비부속서 국가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및 재정을 지원
받게 됨.
- ETS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가 의무 감축량에
대한 초과분과 부족분을 상호 거래하는 것을 의미함.
∙ 구매국은 자국보다 적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배
출권을 구입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판매국은 그만큼의 판매
수익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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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교토메커니즘상 배출권 종류
종 류
AAU

특

징

- 교토의정서 부속서Ⅰ국가들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 AAU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짐.
-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CDM을 통해

CER

발생되는 크레딧
- 투자국의 AAU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추가 보너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배출권
- 부속서Ⅰ국가 간의 JI 사업에서 수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의한
감축실적

ERU

- 해당국가의 AAU와 RMU에 영향을 줌.
- 유럽회원국의 할당량에 대한 포기 대신으로 일정 비율만 유입 허용
- 2008~2012년 기간 동안만 유효

RMU

-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흡
수원에 의한 감축실적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등록실(kver.kemco.or.kr)

1.3. 코펜하겐 총회 이전 기후변화협상 동향
◦ 2007년 12월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 2009년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Post-2012 체제 타결을 목표
로 함.
-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로 적절한 감축의무(commitments)이행을 합의함.
- 개도국의 경우,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술·재정·능력형성 지원을 전제로
국가별로 적절한 감축행동이행에 대해 합의함.
◦ 두 개의 특별작업반(AWG)이 한시적으로 병렬 개최됨.
- AWG-LCA은 COP의 실무그룹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공유비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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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재원, 기술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함.
- AWG-KP는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실무그룹으로 선진국의 추가감축
및 교토의정서 개정을 논의함.
- 2008년 이후 LCA 8회, KP 10회 개최하여 각국의 제안서를 의장문서
형식으로 통합하고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함.
◦ AWG-LCA
- 선진국은 AWG-LCA와 AWG-KP를 통합하여 선진·개도국의 감축을 포
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 의정서 체제를 선호함.
- 중국, 브라질, 이집트 등은 당사국 회의 결정문(COP Decisions) 채택을
지지함.
- 군소도서국연합(AOSIS), 남아공 등은 미국에 감축의무를 부과해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 채택을 희망함.
- 공유비전
∙ 대다수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의 개발 권리를 강조
하고 특히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
조함.
∙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50% 온실가스 감축, 선진국 전
체적으로 80%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함.
- 선진국 및 개도국의 감축(Mitigation)
∙ 개도국은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에 따라 먼저 과감한 감축목표를 설정
하고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과 개도국 NAMA을 같은 틀 안에서 다
룰 수 없다고 주장함.
∙ 선진국은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과 개도국 감축행동 간의 연계 및 M
RV을 강조함.
∙ 최근 개도국 NAMA에 대해 NAMA Registry 설치를 제안하는 우리나라
의 제안이 활발히 논의되어 Post-2012체제의 주요 방안으로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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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G-KP
- 의무감축국의 추가감축
∙ 의무감축국이 스스로 제시한 다양한 2020년 감축 목표의 구성내용과
이 감축목표를 후속 공약기간의 수량화된 감축 의무량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 의무감축국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메커니즘 등
∙ NAMA crediting, CDM의 범위, 탄소포집 및 저장 포함 여부 등 의무감
축국 목표달성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함.
◦ Post-2012 체제의 필수 요소
- 선진국의 요구
∙ 교토의정서에 불참중인 미국이 부속서Ⅰ국가로서 Post-2012기후체제에
서 감축의무 부담(EU포함 선진국)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 상원은 미국
이 참가하는 기후체제에 관한 협약의 비준조건으로 중국의 감축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임.
∙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주요 개도국들이 국제적으로 검증(M
RV)받는 감축행동 약속을 요구함.
- 개도국 요구
∙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함.

1.4. 코펜하겐 총회 결과
◦ 총회 개요
-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당사자 총회로 개최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130여 개국 정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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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국제기구, NGO 등 약 4만 5천명이 참여한 환경회의 사상 최
대 규모로 진행.
◦ 합의문 주요내용
-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IPCC 제4차 보고서 등 과학에 기반한
연구결과가 권고하는 수준인 2℃ 이내로 유지.
- 부속서Ⅰ국가들은 2020년까지 수량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함.
∙ 부속서Ⅰ국가들은 2010년 1월까지 협약 사무국에 감축목표를 제출.
∙ 부속서Ⅰ국가들의 감축 이행은 국제적 검증(MRV)을 거침.
- 비부속서 국가들은 감축행동을 이행함.
∙ 비부속서 국가들은 2010년 1월까지 협약 사무국에 감축행동 제출.
∙ 비부속서 국가들의 감축이행은 국내적 검증을 거치되 매2년마다 보
고함.
- 개도국 NAMA Registry 도입
∙ 다만 등록대상을 선진국의 지원을 희망하는 개도국의 감축행동(suppor
ted NAMA)만을 규정하고 있음.
- 재원체제에 대한 방향 제시(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미규정)
∙ 2010～2012년 간 300억불 규모의 Fast Start Fund조성에 합의
∙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 재원 마련
◦ 코펜하겐 총회 평가
- 당사국 총회 결정문 형식의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하였으나, 수단, 볼리
비아, 군소도서국가 등의 반대로 합의도출에 실패함.
- 코펜하겐 합의문은 컨센서스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협상의 기초
역할은 가응할 것으로 판단됨.
- Post-2012 체제에 관한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주요 협상 참가자간 타협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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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감축 수준에 대한 선진국간 합의 및 개도국 동의
∙ 개도국 NAMA에 대한 검증 문제 관련 선진·개도국간 타협
◦ 2개의 특별작업반(AWG) 활동 연장
- 발리행동계획 등에 따르면 Post-2012 체제 실무협상을 위한 두 개의 특
별작업반은 2009년 COP-15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합
의 실패에 따라 2개 작업반을 2010년 12월 COP-16(멕시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함.
- Post-2012 체제 합의 시한도 2010년으로 연장됨.

2. 산림관련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

◦ COP-3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
- 지구의 탄소순환과정에 있어 토지이용변화의 심각성 및 산림의 탄소고
정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LULUCF)은 기후변화 및 산림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로 주목받아 왔음.
-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면
서임.
∙ 산림 관련 활동 중 토지이용 변화가 이루어지는 ① 신규조림, ② 재조
림, ③ 산림전용 활동과 온실가스 흡수/배출이 이루어지는 ④ 산림경영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활동으로 인정함.
∙ 흡수 및 배출량 계정은 공약기간 동안 대상지의 탄소축적 변화량을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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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7에서 탄소 흡수원 활동 관련 산림 및 산림활동 정의, 신규조림, 재조
림을 산림관련 개도국과의 CDM사업으로 인정
- COP-7(2001, 모로코 마라케쉬)에서는 산림 및 COP-3에서 언급된 산림
활동 정의, 규칙 및 지침 및 개도국과의 CDM 인정활동 범위·상한선
등이 논의됨.
∙ 산림 및 산림관련 탄소 흡수원 활동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
으로부터의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조사 및 보고 규칙을 채택함.
∙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활동에 관한 적정방식 및 규칙·지침을 정
하는 한편 산림경영활동 인정범위, 계정방법 및 국가별 상한선 등에
합의함.
∙ 신규조림, 재조림을 산림과 관련된 개도국과의 CDM사업으로 인정하
고 인정 상한선을 둠.

표 4-5.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산림관련 주요 동향
COP-3
(1997. 12, 일본 교토)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및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배출 감축의무 이행 인정.
∙흡수/배출량 계정은 공약기간 동안의 대상 활동
지 탄소축적 변화량으로 평가.

COP-7
(2001. 11, 모로코 마라케쉬)

∙산림,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용어 정의, 산
림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 및 보고규칙 채택.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활동의 적정방식, 규
칙 및 지침을 정하고 산림경영활동의 인정범위,
계정방법 및 국가별 상한선 채택.
∙개도국과의 CDM 인정활동 범위를 신규조림 및
재조림으로 확정하고 인정 상한선 채택.

COP-9
(2003. 12, 이탈리아 밀라노)

∙신규조림 및 재조림 부문 CDM 사업 형식 및
절차 등에 관한 합의 도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보고, 검증에
있어 기본적으로 IPCC 우수실행지침을 따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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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산림관련 주요 동향(계속)
COP-10
(2004. 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리레스)

∙IPCC 우수실행지침의 구체적 적용 및 개도국 소
규모 A/R CDM 기준과 절차 등 방법론 이슈
최종합의.

COP-11
(2005. 11, 캐나다 몬트리올)

∙개도국 산림전용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2006～2007년 과학기술자문부속기
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COP-13
(2007. 12, 인도네시아 발리)

∙개도국 REDD를 post-2012 기후변화협약 의제
로 결정

COP-9
(2008. 12, 폴란드 포즈난)

∙REDD 범위가 확장됨

자료: UNFCCC(www.unfccc.int)

◦ COP-9, 10에서는 A/R CDM 구체적 형식·절차 합의 및 IPCC 우수실행
지침 구체적 적용에 합의
- COP-9(2003, 밀라노)에서는 A/R CDM사업 형식 및 절차 등이 합의되
었고,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작성, 보고지침인 IPCC 우수실행지침에
기본적으로 따를 것을 합의함.
- COP-10(200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IPCC 우수실행지
침의 구체적 적용, 개도국과의 소규모 A/R CDM 기준과 절차 등 방법
론 이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함.
◦ COP-11, 13, 14에서 REDD 및 REDD+ 관련 논의 시작
- COP-11(2005,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개도국 산림전용으로부터 발생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하여 2006~2007년 SBSTA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함.
- COP-13(2007,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REDD를 post-2012 기후변화
협약 의제로 결정되었고 COP-14(2008, 폴란드 포즈난)에서는 REDD
범위가 REDD+로 확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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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협약 내 REDD+ 협상 동향

3.1. 기후변화협약 REDD+ 논의 동향
◦ 제11차 당사국총회(2005) 이후 파푸아뉴기니에 의해 REDD 논의 시작
- REDD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파푸아뉴기니, 코스타리카 등에 의해
2005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짐.
- 여기서 열대 개도국인 파푸아뉴기니는 산림전용 방지노력으로 산림
전용률이 낮아진 것이 입증된다면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 보상안을
제안함.
◦ “발리로드맵”에는 REDD를 감축분야 세부방안으로 포함
-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을 통해 REDD에 관한 정책마련과 긍정적 유인을 협상의제에 포
함하기로 결정함.
- 여기서 합의된 발리로드맵에는 “산림전용”이 기후변화협약 이행 방법
중 감축분야 세부방안으로 포함됨.
- 이후 UNFCCC 내 SBSTA를 통해 개도국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기준 설정, 비영속성 등과 같은 기술적, 방법론적 논의
가 이루어져 왔음.
◦ COP-14에서 REDD의 범위가 REDD+로 확장
- 제14차 당사국총회(2008)에서는 REDD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REDD)뿐만 아니라 산림 탄소축적 보존,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 조림과 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 탄소축적 증진(plus) 부문
에 대해서도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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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코펜하겐 총회(COP-15, 2009) REDD+ 관련 주요 논의사항
◦ REDD+ 메커니즘 즉각 설치
-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REDD+를
포함하는 메커니즘의 즉각적인 설치를 통해 REDD+에 대한 긍정적 유인책
(positive incentives)을 제공할 필요성에 합의함.
- 개도국들의 REDD+를 포함한 감축, 적응, 기술개발과 이전 및 능력배양
등을 위해 증대되고, 신규·추가되고, 예측가능하며 충분한 기금과 향후
개선될 사항들을 개도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함.
- REDD+를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양,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개
도국에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
약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 실질적인 지원 수준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2012년 300억 달러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까지 연
간 1천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정함.
∙ 기금은 대안적 재원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양자 및 다자 등 매우
다양한 원천으로 조성함.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OP의 지도하에 대안적 재원을 포함한 잠
재적 수익 원천이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연구하기 위한 고위급 패널
(High Level Pannel)을 설치함.
- 동 기금의 상당 부분이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에서 조달되어야 함.
◦ NAMA Registry 설치
- 제5조에는 “국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NAMA는 관련 기술, 재정 및
능력 배양과 함께 등록부에 기록”이라는 합의문이 발표되어 기후변화협
약 메커니즘 내 NAMA Registry 설치의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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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 Registry의 기본적인 개념은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개도국 국내법으로 보장하며 국제적으로 MRV방식을
취하는 것임. 이 경우 개도국들의 감축노력과 실적을 국제적으로 공인
해 주는 것임.
- COP-13 합의문에서는 NAMA Registry에 대한 구체적 지침에 대한 언
급은 없고 선진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해서만
Registry 설치를 언급하고 있음.

3.3. COP-15 합의 배경 및 시사점
◦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선진국들은 구속력 있는 의정서 도출 및 온실가스 감
축그룹 확대 주장
-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보다 더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의
정서를 원하는 동시에 개도국 중에도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성을 두
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차별성은 국가에 대한 차별성이 아닌 행동에 대한 차별성이며 제한
된 국가들만의 의무감축이 아닌 참여 국가들의 범위를 높여 지구적 기
후변화 문제에 대응하자는 것임.
∙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더 공
세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 멕시코, 대만, 남아
프리카 공화국, 싱가폴, 중국, 브라질 등을 동일한 개도국으로 분류하
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개도국들은 개도국 감축노력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규제 수용 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부속서 1 그룹에 속하지 않는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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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노력을 더욱 촉구하고 있음. 선진국들의 감축목표가 더 높게 설정
되고, 실제 실행, 감시 및 개도국 지원이 MRV 방식으로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개도국 감축노력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개도국은
역사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이 적으며, 개도국들이 규제를 받아들
일 경우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즉, 선진국들의 자본
과 기술이전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선진국,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 가운데 NAMA Registry 설치 및 REDD+
메커니즘의 즉각적인 설치라는 합의가 도출됨.
-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반발이 심해지자 선진국 내에서도 감축그룹의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보다도 감축행동의 세분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됨.
- 그룹 범위확대 논의로 비용과 시간이 허비될 수 있으며 현재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그룹분류 기준이 형평성에 더 부합되는 만큼 감축행동 세분
화 논의 심화는 좀 더 설득력이 있음.
- 개도국 감축노력은 자발적으로, 규제를 받아들일 경우 충분한 유인이 제공
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과 선진국들의 입장 변화 가운데 COP-15에
서는 NAMA Registry 설치 및 REDD+ 메커니즘의 즉각적인 설치라는
합의가 도출됨.
◦ 코펜하겐 총회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협약 내 REDD+ 메커니즘 개발 및 정
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
- 제15차 당사국총회의 REDD+에 관한 결정들은 개도국이 REDD+ 활동
을 통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동시에 향후 REDD+ 활동 범
위, REDD+ 메커니즘 구축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
- 또한 거버넌스, 원주민·지역사회 참여, 생물다양성, 지역경제 수익 문제 등
REDD+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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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임.
- 이후 기술적, 방법론적 논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당사국들은 REDD+와
관련된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EDD+ 메커니즘의 실질
적인 이행이 계속 촉진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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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REDD+ 메커니즘 구축방향

1. 국제 REDD+ 메커니즘 구축 및 운용

1.1. 국제 REDD+ 메커니즘 추진 단계
◦ 효과적인 REDD+ 이행을 위해 단계별 접근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
- REDD+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충분하고 예
측가능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들을 REDD+ 활동 지원에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함.
- 한 국가가 본격적으로 REDD+ 실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REDD+ 전략 수립 ②MRV 능력 확보 ③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체계가 REDD+ 이행을 촉진
할 수 있어야 하고, 개도국들의 다양한 환경과 자원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함.
◦ 물리적 기반구축(1단계), 국가 REDD+ 정책·수단 이행(2단계), 전면적인 REDD+
이행(3단계) 등 단계별로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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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REDD+ 단계별 접근체계

- 각 국가들이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장기 REDD+ 이행에 이르기까지
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야 할 것임.
∙ 1단계: 국가 REDD+ 전략 수립 및 기반구축(REDD+ 준비)
∙ 2단계: 국가 REDD+ 정책 수립 및 수단 이행
∙ 3단계: 전면적인 REDD+ 이행
- 1단계는 기구설치, 제도 확립 등 REDD+ 실연 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 단계이며,
- 2단계는 만들어진 지표 달성에 의한 지원을 받는 단계로서 확보된 자료
와 기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계산을 위한 국가별 기준
(national reference level)이 설정되는 단계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측
정할 수 없는 초기 기간에는 감축된 산림황폐화 면적에 대한 대리 지표
에 의한 추정을 실시)
- 3단계는 구축된 MRV 시스템에 의한 탄소 감축 시스템을 통한 보상 메
커니즘에 의해 운영되며, 여기에는 국제 탄소 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 메
커니즘도 포함됨. 각 국가는 세부 활동 이행 및 MRV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3단계에 도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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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접근방법
그림 5-2. REDD+ 단계별 접근 체계

자료: Meridian Institut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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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 REDD+ 메커니즘 특징
◦ 구속력 있는 국내외 기구에 의한 지원
- 국제 REDD+ 메커니즘은 REDD+ 기반을 구축하고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많은 산림 국가들에 중요할 역할을 할 것임.
- 따라서 REDD+ 관련 국제 협약은 국가 경제 및 원주민 등 숲에 의존하
는 많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갖게 되므로 REDD+ 메커니즘은 자
금 동원·할당·지불을 관리할 구속력 있는 강한 국내외 기구에 의해 지
원될 필요가 있음.
- 제도상의 협정은 개도국의 활동과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부분에 대
해 측정·보고·검증 활동을 가능토록 해야 함.
◦ 국가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수단 포함 및 대략적인 아웃라인 제공
- REDD+ 국가들의 국내 환경은 다양하고 정책 유인(policy incentive)은
REDD+ 실연에 있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제 REDD+
메커니즘은 충분한, 예측가능한, 지속가능한 자원들을 REDD+ 실연활
동에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수단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발리행동계획 결과와 마찬가지로 향후 합의될 제도상의 협정은 국가별
국내 정책 및 수단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REDD+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가 REDD+ 전략 및 활동 수행과 관련
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제공해야 함.
◦ 법·제도·조직 등 국가 내 REDD+ 물적 기반 구축
- REDD+ 국제 협약은 오랜 기간 유지 혹은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 내
에서도 정치적 정당성·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야 함.
- REDD+의 성공적인 이행은 REDD+ 실연 활동을 위탁받은 국가 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음. 국제 투자자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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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성·환경적 무결점성·신용상 책임 등을 입증할 필
요가 있음.

1.3. 기능 및 역할
◦ 재정 효율성 및 공정한 절차의 중요한 수단
- REDD+ 메커니즘 상에는 방출 감축을 실현하고 관련 지표가 측정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기능들이 내재될 수 있음.
- 즉 REDD+ 메커니즘은 효율적으로 자원들을 REDD+ 시행 국가들에 전
할 수 있어야 하고, REDD+ 활동에 영향을 받는 국가 내부 활동자들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참여 및 공정한 진행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 그동안 REDD+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제안은 당사국들에 의해 장기협
력행동(AWG-LCA)에 관한 협상 맥락에서 주로 제시되어 왔으나 논의
범위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 국제 REDD+ 메커니즘 주요 기능
- REDD+ 메커니즘의 5가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감독(Oversight): REDD+ 메커니즘의 총괄 정책 및 프로그램 우선권을
설정하는 기능임. REDD+ 지원 적합국 선정 등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
을 결정하며 REDD+ 내 타 기능과의 관계를 관리함.
∙ 재정지원(Financial support): 자원 및 수익의 창출, 할당, 지불 등의 기
능과 관련됨. 이를 위해서는 ①충분한, 지속 및 예측 가능한 양의 자
금이 마련되어야 하고, ②자원들이 공정히, 효과적·효율적으로 분배
되어야 하며, ③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영역이 선정되어
야 함.
∙ 기준 설정(Standard setting): REDD+ 활동 적격성 판단 및 REDD+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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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을 위한 기준 및 지표 설정과 관련됨. 기술적·신용상 기준 및
사회적·환경적 기준 등이 여기에 포함됨.
∙ 결과 인증(Certification of results): REDD+ 활동에 대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인증하는 기능임. 결과 인증은 기술 전문가 평가
와 이에 대한 정치적 인증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 책임성(Accountability): REDD+ 메커니즘 내 여러 주체와 기구들이
관련 활동과 결정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및 임무를 부여하는
기능임.

1.4. 관련 기구
◦ 국제 REDD+ 체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
- 앞서 살펴본 기능·임무들은 기존의 기구들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음.
- 메커니즘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든지 상관없이 국제 REDD+ 메커니
즘을 수행할 최소한의 기구들은 다음과 같음.
∙ 당사국총회(COP): REDD+ 메커니즘을 총괄 감독하며, 어떤 종류의 활
동 및 지원이 기후변화협약 이행 활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
∙ 실행위원회 혹은 고위급 조직(“High-level” Body): COP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REDD+ 메커니즘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
고위급 조직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창설될 수 있으며, 보
다 범위가 큰 NAMA 지원 구조로 통합되거나 독립된 REDD+ 실체로
서 존재할 수 있음.
∙ 행정 및 기술 조직(Administrative and technical bodies): 고위급 조직 사무
지원, 국제 MRV 지원업무, 기준 개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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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은 고위급 조직하 전문가 패널에 의해 혹은 기존 기구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
∙ REDD+ 기관(agency): 고위급 조직에 대해 책임이 있고, 합의된 정책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한 REDD+ 활동 설계 및 이행 역할을 담당함.
∙ REDD+ 국가 내에서의 조직(National entities in REDD+ contries): REDD
+ agency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특정국가 내에서 REDD+ 기관(age
ncy) 기능을 수행함. 아마존 기금(Amazon Fund)이 이에 속함.
∙ 선진국 내에서의 기구 및 시장: REDD+를 위한 자금을 전달하고 시장
을 조성함.
◦ 국제 REDD+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기구들의 필요조건
- 국제 REDD+ 메커니즘의 정치적 합법성과 선진국·개도국 모두의 참가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REDD+ 관련 관리 기구들이 선진국·개도국 모두
에 있어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또한 투명하고 정당한 수
렴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과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프로그램
을 설계·전개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통치기구의 전체적인 지시에 응
해야 함.
-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촌 주민들, 지역
사회, 민간 부문의 대표들을 참가시킴으로써 이들의 관점이 의사결정과
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REDD+ 체제상 기존 조직 활용 가능성
-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 전에는 REDD+ 메커니즘 기능들이 기존 조직
에 의해 얼마만큼 수행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필수적으로 기후변화협약 하 인정받을 수 있는 REDD+ 이행 및
지원활동 등의 업무와 같이 당사국 총회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기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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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다만 중요하지만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당사국 총회에서 고위급 조직으로 위임될 수 있음.
-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RED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기구들과 관련
하여 GEF, 세계은행, FAO, UNDP, UNEP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음.
∙ 각 기구들은 REDD+ 관련 시설 및 당사국 들이 속해 있고 개도국 산림
경영활동을 지원해온 과거 경험이 있으며, 특히 현재 현장에서의 구체
적인 REDD+ 활동에 자금지원을 시작하고 있는 기구도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이 성공한다면 전면적인 REDD+ 운영을 위한 근간 마련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이들 기구의 REDD+ 관련 기능이 COP
관할하에 속하게 되는 등 상당한 관리구조 개편이 수반된다면 기존
조직의 활용은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
- 다국적 개발은행과 비정부기구도 REDD+를 지원할 수 있는 있으나
COP 승인 하에 작은 규모의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마지막으로 양자간·다자간 혹은 지역 원조 기구들도 REDD+ 지원에 기
여할 수 있음. 이러한 기구들과의 긴밀성은 COP 지시와 국제적으로 승
인된 전략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을 것임.

※ REDD+ 활동 이행 가능한 기존의 국제기관
◦ 지구환경기금(GEF)
- GEF는 그 자체로 REDD+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변화협약
체제 이행을 지지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자원 및 보조금을 확보하는 업무를
위임받고 있음.
- 위원회 및 사무국은 적절한 혁신이 수반된다면 COP에 책임을 두는 방식으로
감독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①위원회 다수가 자원 제공자들이고, ②프로젝트 주기가 느리고 부담
이 많으며 ③현 자원배분 기본구조가 온실가스 고배출 국가들에 유리하게 편
향되었다는 많은 개도국들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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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은행은 산림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많은 기금들을 개척해
왔으며, 위에 열거된 많은 REDD+ 기능들을 수행해 왔음.
- 산하 산림탄소협력기구(FCPF)와 산림투자프로그램(FIP)은 REDD+에 참가하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보상된 감축에 대한 투자 증대를 추구함.
- 세계은행은 REDD+ 설계 및 이행을 위한 법적·인적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COP로부터의 독립된 위치는 거버넌스 구조 불균형 및 COP에 대한 충분한
책임성 결여 등 GEF의 상황과 비슷함.
- 또한 목재에 대한 투자 기록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고 특정 이해관계자에
따라 합법성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 UN-REDD
- UN-REDD는 세계은행과 GEF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연합활동에 초점을 두고
주로 기반능력 구축, REDD+ 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활동을 실
시하고 있음.
- COP 권한하 REDD+ 기금 기능 중 극히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FAO, UNDP,
UNEP 등 협력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으로써 이러한 기능들이 확대될 수 있음.

2. 국제 REDD+ 재정 메커니즘

2.1. 필요성 및 배경
◦ 재정 효율성, 공정한 절차 등을 고려한 REDD+ 재정 메커니즘 구축 필요.
- REDD+ 활동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
여 수많은 자금원과 이행협정들에 관련될 것임. 선진국 입장에서는 다
양한 수단 가운데 가능한 쉽게 REDD+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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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REDD+ 자금원이 될 수 있음. 공공부문은 양
자간·다국적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의 자금 지원의 형태가 될 것이고,
민간 부문은 주로 탄소 배출권 시장과 관련될 것임.
- 또한 REDD+ 자원들은 가능한 많은 국가들에게 동등한 기회로 이용되
어야 하고, REDD+ 등록·MRV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
며, 이에 필요한 공동의 기준을 설정되어야 함.
- 따라서 다양한 자금원과 이행전략을 수용하고 REDD+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3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국제 REDD+ 재정 체제 논의 전개
- 개도국을 중심으로 REDD+ 제도적 메커니즘 모델과 관련된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당사국들 사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각각의 모델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REDD+ 발전단계상 서로 다른 단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음. 3가지 유형
은 다음과 같음.

※ REDD+ 재정 메커니즘의 3가지 유형
◦ REDD+/NAMA 등록부 모델(REDD+/NAMA Register Model)
- 단독 혹은 양자간 REDD+ 활동 등록과 국제 REDD+/NAMA 등록부에서
의 재정적 지원
◦ COP 기금 모델(COP-Mandated Fund Model)
- COP에 위임된 국제기금을 통한 REDD+ 활동 재원확보
◦ REDD+ 시장 모델(REDD+ Market Model)
- 온실감스 감축 인정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REDD+ 활동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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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각각의 모델이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특히 기후변화협약
하 REDD+ 활동 및 이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제적으
로 충족되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 초점을 둠.

2.2. REDD+/NAMA 등록부 모델
◦ 개도국 NAMA 활동 지원 구조와 유사
- 본 모델은 REDD+ 활동과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등록을 통해 이루
어지는 재원확보 메커니즘으로 REDD+ 등록부의 경우 확장 범주에 놓
여 있는 NAMA 지원 및 등록 구조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REDD+/NAMA 등록 모델로 언급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메커니즘 관련 합의 시점 이전에 시행된 REDD+ 활동에
적용될 임시 원칙(interim basis) 하에서는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REDD+ 배출권 시장 체제 구축 이전의 주요 재정 체제가 될 전망
-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2009)에서는 REDD+를 포함하는 메커니즘의 설
치를 통해 REDD+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REDD+ 활동과 재정 지원 매칭 및 MRV 실현 가능성을 위한 총론적인
토대가 마련됨.
- 탄소시장과의 연계 이후의 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산림자원 확보 차
원에서의 선진국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배출권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본 모델이 설명하는 것처럼 선진국들로부터
REDD+ 국가들로 직접 자금 흐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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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배경
◦ NAMA 등록부 관련 논의 심화 및 COP-15에서 NAMA 등록부 제도 도입
- NAMA 등록부(NAMA registry)는 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로서 발리행동
계획 1(b)(ii) 규정10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에서 도입된 개념임.
- 많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NAMA 등록부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제안하고 자금 및 기술 이전의 기초가 되는 MRV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함. 여기에는 개도국 자원과 국내 수준의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
는 개도국 활동에 대한 등록도 포함됨.
- COP-15에서 NAMA 등록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되었으나 등록대상
을 선진국의 지원을 희망하는 개도국의 감축행동(supported NAMA)만
을 규정하고 있으며 MRV 문제 관련 선진·개도국 간 타협이 필요한 상
황임.
◦ 양자·다자간 REDD+ 활동과 지원 매칭을 위한 수단으로 REDD+ 등록부 도
입 논의 시작
- REDD+ 국가들은 특정한 정책 및 수단을 이행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목
표 달성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행할 수도 있고 선진국들의 재정적·기술
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REDD+를 이행할 수도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은 국가 REDD+ 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다른
국가 혹은 국가그룹으로부터 지원과 매칭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양자간 합의(bilateral agreement)는 당사국들이 REDD+ 활동과 재
정적 지원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적 관계를 규율함.

10

개도국도 선진국의 기술 및 재원 지원하의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을 고려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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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REDD+/NAMA 모델 양자 간 합의

◦ REDD+/NAMA 등록부 등록을 위해서는 REDD+ 활동에 대한 MRV 절차가
COP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임.
- 여기서의 양자간 합의는 직접적으로 COP의 감독을 받지는 않지만 당사
국들이 REDD+/NAMA 등록부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합의는 활동
및 지원의 MRV에 대해 COP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결국 양자에 의한 활동과 자금들은 COP에서 합의된 국제 MRV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2.2.2. 기능과 역할
◦ REDD+ 활동 등록을 통한 활동·지원 간의 펀드 매칭 촉진
- REDD+/NAMA 등록부는 ①제안된 REDD+ 활동 등록, ②자금출처 탐
색 및 조정, 및 ③활동과 지원의 MRV 등을 촉진할 수 있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REDD+ 활동 및 양자간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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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REDD+ 체제가 국제적 수준으로 마련되기 이전 혹은 잠정적
인 REDD+ 활동과 자금지원에 대한 거래가 등록되기 이전에 운영이 시
작될 수 있음.
- 이 경우 초기에는 기후변화협약 외부 기구에 의해 운영될 수 있으나 후
에는 상설 REDD+ 체제 내로 이전될 수 있음.
◦ REDD+/NAMA 등록부 재정 체제의 역할
- 등록부 운영과 관련된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제안된 등록부 운영 및 유지
∙ REDD+ 전략, 성과측정, 계약 및 REDD+ 자격 기준 등의 승인
∙ 보고된 전략과 계약이 공식적으로 NAMA 체제에 속하게 될 때, NAMA
“지원” 또는 “인정” 방침에 대한 적격성 검증

※ 적격심사 기준 개발 및 계약 심사
◦ REDD+ 참가국 자격 심사에 고려될 기준들
- REDD+ 체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임업국의 자격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이 고려될 수 있음.
∙등록된 REDD+ 전략(2단계)
∙채택된 기준수준(reference level) 및 온실가스 감축 관리 능력(3단계)
- 적격성 기준은 NAMA상의 적격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기준보조금, 대부, 기술지원 및 이전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지원들에 대
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함.
◦ 고위급 조직 자격심사에 의해 잠재적으로 탈락될 수 있는 계약들
- REDD+ 수혜국상 REDD+ 전략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약
- COP 및 고위급 조직 지침에 부합하지 못한 계약
-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개발 원조
로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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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는 REDD+/NAMA 등록부의 기능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
타냄.
그림 5-4. REDD+/NAMA 등록부 모델

주1:
는 REDD+에만 해당되는 기능임.
주2: 이탤릭체는 NAMA체제 상 수행될 수 있는 기능들임. NAMA 체제 운영 전에는 임시
REDD+ 재정체제에서 운영될 수 있음.
자료: Meridian Institut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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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D+ 전략, MRV 기준 개발 등은 Top-Down, 성과지표 제안, REDD+ 성
과측정은 Button-up
-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REDD+ 전략, 활동·지원 MRV 등과 관련된 기
준과 지침이 COP 혹은 고위급 조직에 의해 개발되어야 함.
- 당사국들은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제안할 수 있고, 혹은 산림황폐화 기
준 수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 COP는 REDD+ 지침원칙 및 기준·척도 개발, 메커니즘 성과 검토 역할
- COP는 고위급 조직과 기술지원조직의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과 척
도를 개발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 측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리변수, 온실가스 감축
측정
∙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평가
∙ 자문 및 민간 참여
∙ REDD+ 이행에 있어 공동원칙하 차별적인 책임과 관련된 비용 중 RE
DD+ 국가 부담 비중
◦ HLB는 국가 REDD+ 전략 및 성과측정기준 승인 및 등록, REDD+/NAMA
등록부 설치 등의 역할 수행
- 고위급 조직 역할은 기존 조직에 의해 혹은 새로 설립되는 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 새롭게 설립될 경우 REDD+ 전용 기구가 조직되거나
COP 사무국 지원을 받는 전 부문에 걸친 조정 기구로서 조직될 것임.
- REDD+ 고위급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보이는 기존 기구로는 CDM 집
행위원회, 지구환경기금(GEF) 위원회,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위원
회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기구가 고위급 조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REDD+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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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기능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조직 개
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REDD+ 거버넌스 구조가 NAMA 체제 속으로 통합된다면 REDD+ 전
용 고위급 조직에 대한 필요는 없을 것임.
◦ 기술 전문가 패널·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중심으로 지원업무 수행
- 지원 업무는 기술지원에 있어 기술 전문가 패널·조직, 행정지원에 있어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
∙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자료의 기록, 보관, 갱신 등을 포함한 등록부
를 관리하게 되며, 기술조직·패널·전문가 그룹은 REDD+ 전략, 성과측
정, 및 국가 보고서에 관한 검토 및 조언 역할을 담당함.
- 1단계와 2단계에서 REDD+ 국가들에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기구들에는 FCPF 준비기금, UN-REDD 협력 프로그램, GEF,
ITTO 등이 있음.

2.2.3. 기타 업무
◦ REDD+/NAMA 등록부 모델은 REDD+ 체제 지원을 위한 집약적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가 주어질 수 있음.
- REDD+ 단계별 이행 검증 업무
∙ REDD+는 코펜하겐 15차 당사자 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후변화협
약에 포함되었으므로 국가들의 REDD+ 단계 별 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을 제공할 수 있음.
- 활동과 지원 매칭
∙ 등록부는 지원과 활동이 사전에 합의된 양 국가 간 협정만이 기록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시에 REDD+ 활동과 이에 관
심을 갖는 지원국을 매칭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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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배분 조절
∙ 등록부는 선진국들이 공정한 수단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음. 그 한 방법으로 전체 배분 한도를 정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 재정 지원 대비 설정된 한도만큼
만 재정지원이 가능한다면 특정 REDD+ 활동에 자원이 편중되는 문
제를 방지할 수 있음.
∙ 한 국가에 대한 적합한 자원 배분 기준은 국가의 산림황폐화율 및 보
호를 위해 존치되는 산림 면적 등이 반영될 것임.
- 평가 업무
∙ REDD+ 전략, 활동 및 모니터링 보고서 등 등록부 유지 업무 외에도
COP로부터 고위급 조직에 REDD+ 국가의 전략 및 이행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위임받아 실시할 수도 있음.

2.3. COP 기금 모델
◦ 기후변화협약 COP하 REDD+ 기금에 의한 지원
- 본 모델은 COP가 관리하는 REDD+ 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체제임. 이
기금에 의한 재원은 REDD+ 전용으로 혹은 확장된 범주로 기후변화 완
화 활동 자금 전용으로 사용될 것임.
- 기본적으로는 총관리는 COP가 하되 운영방식은 COP의 직접운영 혹은
위임 관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자금 흐름은 직접 REDD+ 국가 내부 기관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REDD+
agent를 경유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음.
◦ COP-15에서는 RED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정 메커니즘으로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설치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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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당사국회의(2009)에서는 REDD+를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
양,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개도국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
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체제의 운영주체로서 코펜하겐 녹색기후
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 이로부터의 재원은 REDD+를 포함한 기후변화 완화활동 자금 전용으로
활용될 것임.

2.3.1. 배경
◦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의 논의 중 REDD+
기금 설치 논의에 이름
- REDD+에 대한 COP 기금 설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협약 일부 당사
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음.
- 이 중 도서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브라질, 투발루 등
은 전용 REDD+ 기금 설치를 주장하였고, G7711과 중국 등은 일반적인
형태의 기후변화협약 기금 설치를 주장함12.
-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COP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논의된 사
항들은 자원배분의 공평성, 초기 및 이행단계 등 단계별 지원 차별화 및
유연화, 소유권 강화 및 개도국에 의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임.

11

12

UN무역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원조로 67년에 세워진 개발도상국들의 주 협상그룹. 이름에는 77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
제로는 13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G77/중국은 REDD+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 COP하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
화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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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확보 문제에 관한 논의
◦ 기후변화협약 교토 프로토콜상 개도국 지원은 GE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부족한
실정
- 필요로 하는 자원 규모와 대비하여 현재 수준의 부족한 기후변화 재원에 대
한 수익창출 방법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음.
- 특히, 기후변화 재정에 관한 논의는 대규모 자금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
메커니즘 창출 등 재원 규모 확대 방법이 주를 이루었음.
- 기후변화협약 교토 프로토콜에 따르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양자간, 다자간, 지
역적인 채널을 통해, 자금흐름은 회의 결정문 11조에서 정의된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구환경기금은 결정문상 장기적 재정 메커니즘으로서 4년마다 검토됨. GEF
신탁기금 및 특별기후변화기금(the 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 최빈
국기금(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함.

◦ REDD+를 위한 잠재적 재원
- 교토 프로토콜하에서 CDM은 적응기금(the Adaptation Fund)에 기여하는 자원
을 촉진하였고, 이들 모두는 REDD+를 위한 잠재적 재원이 될 수 있음.
-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제안한 방법들은 주로 ①기존 메커니즘의
자금규모 증대, ②특정 영역 혹은 특정 성과 요인, ③선진국 지원 강화, ④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CDM 유형 징세, 국제 항공 여행 적응세 부과, 국제
해양 배출감축 계획, 배당액 경매 등 타 재원 등과 관련됨.
- 이들 모두는 이론적으로 REDD+ 및 REDD+ 활동 자금을 포함한 잠재적 재
원이 될 수 있음.

71

2.3.2. 기능 및 역할
◦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 “재정지원”으로 국제적으로 중대한 기능 및 역할
수행
- COP 기금에서는 REDD+ 체제의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COP 기금의 임무는 REDD+/NAMA 등록부 체제 그 이상
이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업무가 COP 기금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임무가 될
것임.
∙자원 유동(resource mobilization)
∙배분·지불 기준 및 절차 설정
∙자금의 배분 및 지불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배분 감독
∙자금에 대한 책임감 있고 건전한 관리
- 그림 5-5는 COP 기금 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타냄.

◦ 기금관리의 3가지 방안
- COP하 자원 관리방안은 COP의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함을 고
려하여 ①자금 분산화, ②COP 직접 관리, ③외부기구에 의한 관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세 방안 모두 자원 배분은 COP가 인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며, REDD+ 성과측정은 REDD+/NAMA 등록 체제에서의 방식
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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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COP기금 모델 체계

주1: 이탤릭체는 NAMA체제상 수행될 수 있는 기능들임. NAMA 체제 운영 전에는 임시
REDD+ 재정체제에서 운영될 수 있음.
자료: Meridian Institut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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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분산화
- COP 수준으로 자금이 확보되지만 그 배분·지불 방식은 국제 혹은 국가
수준의 기구에 의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임. 즉 자원은 하
나의 기금으로 두지만 감독, 재정지원, 기준설정, 결과 검증 등과 같은
기능은 국제 혹은 국내 수준의 조직체들에 의해 이루어 질 것임.
- 프로그램 사이클 관리 및 자원에 대한 신용 관리는 국가 수준에서
REDD+ 활동관리 위임받은 국내 조직체 혹은 국제 수준의 REDD+
agency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
- 국제 고위급 조직은 REDD+ agency와 REDD+ 국가의 국내 조직체의
성과평가 및 인가와 관련된 기준을 설립해야 함.
◦ COP 직접 관리
- 다른 방안에 비해 수익성이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전 과
정에 걸쳐 의사결정과정을 관리·지원할 기금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함.
- 자금 요청은 기금 사무국에 전해지며 여기에서 국가 REDD+ 전략 및
계획을 기초로 기술조직, 전문가, 패널 지원과 함께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것임.
- 의사결정 대부분이 국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분산화 방식과는 달리
COP 기금 방식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짐.
◦ 외부기구에 의한 관리
- REDD+ 자금의 운영을 기존의 지구환경기금(GEF), 세계은행, REDD+
agency 역할의 UN 기구 등과 같은 기존의 국제기구에 위임하는 방식으
로 지출에 대해서는 집중화된 방식을,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 혹은 그 이
상의 REDD+ 조직체에 의한 분산화된 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임.
- 국내 조직체들은 지정된 REDD+ 조직체로 재정지원에 관한 제안을 제
시하고, 관련 REDD+ 조직체는 COP로부터 위임받은 평가 업무를 실행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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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EDD+ 시장 모델
2.4.1. 배경
◦ REDD+ 활동의 배출권 전환을 위한 산림탄소 계정 원칙·기준이 논의의
중심
- 시장모델 체제는 REDD+ 활동으로부터 REDD+ 배출권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주로 관리하게 될 것임. REDD+ 배출권은 정부 혹은 민간기
업체가 정해진 탄소감축 의무를 준수하고자 획득하려 하는 여러 탄소
배출권 중 하나를 의미함.
- 탄소배출권은 REDD+ 국가, 권위 있는 공공·민간 기관에 발행될 것이
며, 이는 기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혹은 지역·국내 배출권 거래체계하
에서도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가능하게 될 것임.
◦ NAMA 인정 경로와 양립 가능한 체제 구축 필요
- REDD+ 시장 체제하에서는 NAMA 인정 경로와 양립 가능한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만족되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
- 우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흡수활동 강화 등에 있어 산림탄소 계정에
관한 원칙·기준, 제도상의 수행방법 등이 합의될 것임.
◦ 기후변화협약 COP 결정문 초안(2009)에는 REDD+ 방법론적 지침 수록
- REDD+ 배출권을 본격적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흡
수량 계량 및 국내외 등록체계 배출권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준수준
(reference level)과 MRV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FCCC/SBSTA/2009/L.9 문서 부록에는 REDD+ 방법론적 지침에 대해
COP 결정문 초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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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G-IFR에서는 REDD+ 초기·순응 단계 접근법 필요성 모두 검토
- REDD 임시 재정에 관한 비공식 작업반(IWG-IFR)은 REDD+ 실행에 있
어 초기단계 및 순응단계 접근법 모두의 필요성을 살펴봄
∙ 초기단계는 수행-보상 시스템을 지체 없이 도입하기 위해 기초적인 M
RV와 기존의 측정방식을 통해 실시되는 단계임.
∙ 순응단계는 MRV와 온실가스 측정방식이 좀 더 발전된 이후의
단계로 검증된 배출 감소에 대해 손실되지 않은 보상을 할 수 있
게 됨.

2.4.2. 기능 및 역할
◦ 시장체제 접근을 위해 구축되어야 할 필요요건
- REDD+ 배출권은 탄소 감축은 합의된 기준수준(agreed reference level)
과 대비하여 측정·보고되고 이 같은 효과가 최종 검증되고 난 후에 발행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중 일부는 합의된 기준수준을 기초로 사전에
발행될 수도 있음.
- 시장체제로 참가 혹은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축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필요요건들이 있음
∙ 현재 경영 중인 산림탄소 흡수원 인벤토리
∙ COP에 의해 인정된 합의된 기준수준
∙ 제도상 국가 혹은 국제 온실가스 등록부
◦ REDD+ 시장체제의 주요 역할
- 결과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REDD+ 시장체제
상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 함.
∙ REDD+ 기준수준 검토 및 채택
∙ NAMA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성 기준 세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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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
∙ 탄소 등록 체제에 관한 지침·시장 감독 등 배출권 거래 인프라 구축
◦ REDD+ 등록부 구축·유지 업무 역시 시장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활동
- REDD+ 시장체제는 REDD+ 배출권의 환경 건전성을 인증할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고위급 조직은 국가정책 및 국제적 지원 등과 독립되
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REDD+ 참가국들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등록부를 구축·유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위급 조직은 REDD+ 배출권이 발행될 등록부를 관리
해야 함.
- 국제 등록부는 CDM 등록부와 유사하게 구축되어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에 의해 관리될 것임.
- 각 국가들은 국가 내 하부거래를 인정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REDD+ 등록부는 국제거래 기록을 거쳐 국가 등록부에 연결될 것임.
- 그림 5-6은 REDD+ 시장 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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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REDD+ 시장모델 체계

주1:
는 REDD+에만 해당되는 기능임.
주2: 이탤릭체는 NAMA체제상 수행될 수 있는 기능들임. NAMA 체제 운영 전에는 임시
REDD+ 재정체제에서 운영될 수 있음.
자료: Meridian Institut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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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기타 업무
◦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검증
- 보고서 인증은 REDD+ 국가로부터 달성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REDD+ 배출권 발행을 위한 필요요건임. REDD+ 체제는 REDD+의 온
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들에 대한 검토를 감독할 수 있음.
-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검토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음.

※ GHG 인벤토리 보고서 검증를 위한 방안
◦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검토팀(ERT) 활용
- ERT은 부속서 I 국가들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검토함.
- 기후변화협약은 특별히(on an ad hoc basis) 당사국들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
들로 구성된 전문가 명부로부터 ERT들을 조직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
신들 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 검토팀의 활용은 검토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당사국들의 인정을
얻어낼 수 있으며, 당사국들 서로의 인벤토리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문가 풀이 크지 않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확보가 어려우
며, 부속서 I 국가의 인벤토리 보고서를 검토하는 업무조차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지정된 기구로부터 배정된 검증팀 활용
- CDM 프로젝트 보고서 검증의 경우, CDM 이사회(CDM Executive Board)가
인정한 독립적인 감사원들 중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의해 선택된 자들에 의
해 수행됨.
- 지정된 기구로부터 배정된 검증팀은 ERT와 비교하였을 때 기술적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감사 형식의 업무는 좀 더 강화될 수 있음.
◦ 국제 전문 평가자 단체 설립
- 마지막 방안은 각각의 전문가 충추로서 역할을 할 국제적인 전문 평가자 단
체를 설립하는 것임. 이는 기준의 일관성을 갖고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
며 자격있는 전문가 풀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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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내부 REDD+ 활동(REDD+ subnational action) 승인
- 국제 REDD+ 체제는 국내 기준수준 맥락하에 이루어지는 국내 내부의
REDD+ 활동들을 승인하고 관리할 수 있음.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 REDD+ 체제는 교토 프로토콜의 JI 체
제와 마찬가지로 국가 내부 REDD+ 활동들을 인정하고 등록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등록을 수행할 담당기구는 공동이행 감독위원회
(Joint Implementation Supervisory Committee)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
될 수 있을 것임.
- REDD+ 국가는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국내 활동들을 승인할
국가 REDD+ 권위조직을 지정하고 국내적 우선권, 구체적인 입법 활동
을 고려한 합의된 기준을 채택해야 함.

3. 국가 REDD+ 메커니즘 구축 및 운용
3.1. 중요성 및 구축방향
◦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가 REDD+ 체제 구축은 국가 내에서의 REDD+ 활동의
실제적 현장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산림황폐화 방지 및 이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등의 기능이 국가 내에서
실제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내 REDD+ 관련 체
제를 구축하는 일은 REDD+ 체제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각 국의 상황에 맞는 REDD+ 메커니즘 설계 및 전략 수립
- 국제적인 지원은 REDD+ 국가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결과 산출을 위
한 측정·보고 시스템 강화를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국가 내에서의
REDD+ 세부적인 활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각국의 필요와 정책
적 우선권에 부합하도록 REDD+ 전략이 수립되고 각 국의 상황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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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어야 함.
- 한 국가의 최적 규정 및 REDD+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기본
틀 등 국가 내 REDD+ 제도 설계는 기본적으로 국가 선택 혹은 주권의
문제로 각국의 경제, 입법 시스템, 정책 우선권, 기존의 제도, 자원 활용
성 등을 고려하여 REDD+ 국가가 결정할 문제로 남겨두어야 함.
- 이에 따라 국가 내 실질적인 이행체제 기본 틀은 환경, 각국의 잠재력,
REDD+ 세부 전략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
◦ 국제 REDD+ 체제와의 조율·조정
- 그러나 각국의 REDD+ 제도는 국제 REDD+ 체제 내에서 구축될 필요
가 있으며 본 장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제도들이 국제 REDD+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REDD+ 각국은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REDD+ 이
행과 국제 REDD+ 체제 사이의 조율·조정 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이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조정자 역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국가 수준
의 REDD+ 전략 개발 촉진, 국내 MRV 시스템 조정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
◦ 국가 REDD+ agency 역할 증대
- 국가 REDD+ agency의 범위는 REDD+ 국제 협약에 영향을 주게 될 것
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기후변화협약 재정체제하에서 agency를 운영하
고 이행함으로써 관리되어 왔던 기능들이 앞으로는 잘 조직된 국가 기
관들도 담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국가 REDD+ agency는 제도상 견고해지고 점차 투명성, 품질 보장, 신
용상 책임 등과 같은 거버넌스 원리를 흡수함에 따라 측정·보고·결과
등의 인증과 같은 본래의 업무 외에도 국제 자금관리와 관련된 역할도
점차 담당하게 될 것임.
- 결국 국제기구의 역할은 수립된 국내 협약의 기술적 검토 수준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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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것임. 즉 보고된 자료의 정확성 검증 등 구체적이고 정확성을 기하
는 검증·인증 임무 대신, 자료들이 생성되는 과정이 최소한도로 합의된
국제 기준과 척도에 부합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임무로 그 역할이
감소될 것임.
- 결론적으로 REDD+ 국제 재정지원 체제 설계는 ①각국의 국내 기관들
의 출발점이 다름을 고려하고, ②책임과 권한을 국가 기관으로 이양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가 기구 역할 강화 사례: 브라질 아마존 기금(Amazon Fund)
◦ 국제기구가 담당하였던 재정·기술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아마존 기금은 아마존 지역의 산림황폐화 방지 및 조절을 위한 노력으로 유
인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8월 1일 브라질 법령에 따라 설립됨.
- 아마존 기금은 현재 국제 기후변화 및 산림법안13에 의한 노르웨이 정부 지
원으로 브라질 개발은행(Brazilian Development Bank)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모니터링·평가, 자금 및 프로젝트 관리 업무도 수행함.
- 아마존 기금 내에는 지도 위원회(Guidance Committee), 기술 위원회(Technical Co
mmittee) 등이 있어 기준 설정을 담당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증하는 업
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금 관리를 맡고 있는 브라질 개발은행은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뿐만
아니라 자금확보, 프로젝트 선택, 계약 등과 같은 역할도 담당함.

◦ 지역사회·주민들 참여적 절차 마련
- 국가 기관, 국제 REDD+ agency 중 어느 곳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REDD+ 관련 정책 결정에서의 참여적 절차 및 지역 사회·주민들에 권
한을 부여하여 REDD+ 활동이 지역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함.
13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nd Forest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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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 내 REDD+ 메커니즘 기능
◦ 국내 REDD+ 체제에서 수행될 최소한의 기능
- 그림 5-7은 REDD+ 국제기구와 비교하였을 때, 국가 기관들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역할을 나타냄.
그림 5-7. 국가 REDD+ 기관 기능 및 역할

자료: Meridian Institute(2009).

83

※ 국제 REDD+ 체제와의 연결을 위한 국내 REDD+ 메커니즘의 기능
◦ ①기후변화협약 REDD+ 체제하 운영실체, ②국내·지역 REDD+ 프로그램, ③
REDD+ 재원 등과의 관계 관리
- 국제적 재원으로부터 자금 요청 및 확보
- 국가 REDD+ 전략 제출
- MRV 성과 등 국가 REDD+ 보고서 제출
- REDD+ 이행에 관한 COP 혹은 고위급 조직으로의 정기적인 보고
◦ 합의 및 이행
- 국제 자금, 신용, 보고 절차 등
- 기준, MRV 방법론, 기타 기술적 절차
- 사회적·환경적 기준 및 권리 요구 절차
◦ 국제 탄소 시장과의 관계 감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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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REDD+ 협상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향후 REDD+ 협상 전망

1.1. 국제수준의 REDD+ 체제 구체화 논의
◦ COP-15에서의 REDD+를 포함하는 메커니즘의 즉각적인 설치 합의로 향후
국제수준의 REDD+ 체제 구체화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임.
- 코펜하겐 협정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재원 조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REDD+가 포함된 메커니즘의 즉각 설치를 통해 REDD+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할 것에 합의함.
- REDD+를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양,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개
도국에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
약 재정지원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를 설치
하기로 합의함.
- 이로써 그간의 다양한 다자 간 혹은 양자 간 REDD+ 활동 지원 이니셔
티브 등을 통해 형성된 기대에 부응하고 구체적 체제 마련을 위한 향후
논의 진행에 추진력을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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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정체제에 있어 REDD+ 등록부 모델은 각국의 REDD+ 활동을 촉진
하고자 곧 추진될 것으로 전망임.
- 탄소시장과 연계될 경우 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산림자원 확보 경쟁
심화가 예상되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양자 혹은 다자
간 합의(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를 통해 자금이 조성될 것임.
- REDD+ 등록부는 선진국과 REDD+ 국가 간 지원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각국의 REDD+ 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등록부 설치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
고 있음.
- 다만 이로써 추진된 REDD+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선진국 및 개도국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를 위한 REDD+ 시장 모델 추진 쟁점화
- 코펜하겐 총회 포괄적인 결과의 맥락에서 미국은 호주, 프랑스, 노르웨
이, 영국 등과 공동으로 35억 US달러를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지연·방
지를 위한 초기 공적 자금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농무장관
Tom Vilsak이 발표함. 이중 미국의 기여분은 10억 US달러가 될 예정임.
- 이 기금은 2010~2012년간 REDD+의 즉각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 이후 시장 메커니즘으로의 진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REDD+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임.
- 하지만 EU를 제외한 선진국들은 Post-2012 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
든지 의무감축 대상국이 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를 목적으로 시장 메커
니즘을 도입하여 REDD+ 시장 모델 관련 논의를 계속 쟁점화 할 것임.
- EU의 경우, REDD+ 탄소배출권이 EU 탄소시장 내에 유통되는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되어 결국 EU 탄소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순수 REDD+ 시장 모델에는 반대 입장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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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등 개도국은 펀드 등을 통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선진국의 의무 감축량 달성을 위한 REDD+ 배출권 전용에는 반대
하는 입장이 우세함. REDD+ 시장모델을 도입하더라도 선진국 의무 감
축량 추가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
- 최근 REDD+에 관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자 기존의 CER들과는
교환할 수 없고 REDD+를 통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만 거래될 수
있는 이중시장(Dual-market) 메커니즘이 주목을 받고 있음.

표 6-1. REDD+ 관련 각국의 입장
구분

재정 메커니즘

기존 배출권
대체 가능성

적용범위

브라질

선진국으로부터
선진국의 의무부담 산림과 관련된
재정지원 및 기술이
용으로 사용반대
모든 활동
전이 포함된 펀드

인도

기존 산림보전
펀드

일부 대체가능

Baseline

과거 수치 참조
(10년 기간)

산림보전 및 개선,
1990년 혹은 다른
산림벌채 및
기준
훼손 방지

산림 훼손 방지를
선진국 의무감축량 산림벌채 및
중앙아프리카
위한 시장 개설
확대 시 가능
훼손 방지
산림위원회
및 산림관리펀드

개발수준이 반영된
과거 수치 참조

노르웨이

시장과 펀드 혼합
일부 대체가능
방식

산림벌채 및
훼손 방지

역사적으로 낮은
산림훼손율을 보
인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고려

EU

시장과 연동된
펀드

산림벌채 및
훼손 방지

합의된 국가별 배
출량 기준 참조
(기간별로 협상
및 검토)

뉴질랜드

펀드 혹은 시장

자료: 산업은행(2009).

-

국가단위의 배출
권은 대체가능하 산림벌채 및
나 프로젝트 단위 훼손 방지
의 배출권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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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D+ 관련 구체적 논의 사항
- 코펜하겐 당사자 총회에서는 REDD+ 체제 도입에 관한 분명한 언급, 재
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금에 관한 분명한 언급 등 REDD+ 총론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서 REDD+ 활
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함.
∙ 범위 및 목적 등 REDD+ 체제 정의
∙ 산림손실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공동의 목표 설정
∙ 당사국 감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기본 원칙
∙ REDD+ 범위, 목적, 원칙에 부합한 초기 활동 및 재정지원 인정에 관
한 사항
∙ 임시 재정의 제도상 협약을 포함한 REDD+ 체제에 필요한 제도상의
기본 틀
- 특히 구속력 있는 국제 REDD+ 체제 도입 이전의 활동들을 COP가 인정
해 준다면 기후변화협약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REDD+관련 제반의
활동들과 지원들이 기후변화협약 영역 안으로 계속해서 흡수될 것임.
◦ NAMA 관련 논의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산림 부문의 완화 활동에 대한 논의는 발리행동계획 1(b)(ii)14에 언급된
NAMA을 위해 발전된 논의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REDD+ 관련된 협상은 NAMA에 대한 논의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있음. 일부 당사국들은 NAMA 관련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기까지는
REDD+를 NAMA의 진행상황에 따라 논의되는 것을 꺼리기도 함.
- 상대적으로 발전된 REDD+ 협상 상황은 REDD+를 둘러싼 NAMA에
관한 합의진행, 제반 계획 및 관련 논의들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이며 나아가 NAMA의 재정 메커니즘에 관한 깊은 논의도 촉진될
것으로 보임.
14

개도국도 선진국의 기술 및 재원 지원하의 감축행동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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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 관련 국제적 주요 논의 사항
◦ NAMA 유형
- 다른 당사국의 행동이나 지원 없이 개도국에 의한 행동(unilateral
NAMA)
- 선진국 지원에 의한 행동(support path)
-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행동(accreditation path)
◦ NAMA 등록부(NAMA register)
- 행동(action)과 지원(support)을 서로 matching하고 행동과 지원 양 영역에서
의 측정, 보고, 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을 위한
과정들이 있음을 확증하기 위함
◦ UNFCC 국가계획(national schedule)의 등록
- 국가계획은 특정목표, 장기 국내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정책 및 수단
- 당사국들은 국가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수정, 이행할 것임.

1.2. 임시 REDD+ 체제 논의
1.2.1. 필요성 및 전망
◦ 초기 REDD+ 활동에 대한 임시 REDD+ 체제 논의 필요성 증가
- 임시 체제는 초기 REDD+활동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한 체제로 향후 REDD+ 임시 재정 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REDD+ 임시 체제를 운영하고 자원을 기능상의 필수 요소들로 배분하
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체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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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 원칙·기준에 부합한 임시 체제가 구축될 전망임.
- 임시체제는 기후변화협약 체제 외의 영역에서도 구축될 수 있지만 이는
코펜하겐 이후의 COP에서 논의 될 원칙과 기준과 부합되어야 할 것임.
- REDD+ 잠정 수요를 평가하고 관련 재정 배분 방식에 관한 협정을 제
안하기 위해 IWG-IFR이 설립되어 왔음.
- 새로운 혹은 기존 조직이든,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부 혹은 외부든, 임시
체제의 운영 실체는 임시 기간 동안 필요한 최소수준들의 기능들을 수
행하게 될 것임.

1.2.2. 임시 REDD+ 체제의 기능
◦ REDD+ 등록부의 유지·운영을 통한 활동·지원 매칭 활성화 등 임시 체제
기간 동안 주요 임무 수행
- 임시 REDD+ 체제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임시 REDD+ 재정 자금 확보
∙ COP에 의해 개발·지지되는 공동의 기준 적용(성과지표, 자금배분, 사
회적·환경적 보호규정 등등)
∙ REDD+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승인(국내 REDD+ 활동 포함)
∙ 자금요청 승인
∙ 기후변화협약체제와의 협의 및 조정
∙ REDD+ 등록부의 유지·운영을 통한 활동·지원 매칭 지원 및 활성화
∙ 진행 중인 활동 통합 및 조정을 위한 지원체제 도입
∙ 채택된 공동의 기준·척도 관련 기술지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기후변화협약 국제 REDD+ 체제 교육 등을
위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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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임시 REDD+ 체제 진행 방향
◦ 기존의 기관·기구들을 중심으로 임시 REDD+ 기능 수행
- 앞서 설명한 기능들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임시 고위급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COP-15 이전에는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안팎의 기존 기구·기관들이 장기적인 REDD+ 체
제 협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시 REDD+ 기능들을 수행할
것임.
◦ 감독·재정 등 핵심기능은 REDD+ 관련 향후 COP 지침·원칙에 부합해
야 함.
- 감독 및 재정관련 기능의 경우 어떤 기구라 할지라도 기준 설정 절차가 향
후 COP에서 성립될 REDD+ 지침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
- REDD+ 지침 원칙의 목적은 REDD+ 등록부상 REDD+ 활동·재정지원
의 투명하고 공정한 등록을 위한 것임.
- 향후 성립될 REDD+ 지침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UN-REDD와
FCPF 등의 기관들이 현재 프로그램·프로젝트 자격, 자금배분·승인 기
준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양자간 계약의 경우에도 재정적 기여를 기후변화협약으로
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들은 계약에 의한 활동들이 REDD+ 지침
원칙에 부합한 기준에 따라 알려져야 한다는 것에 합의해야 할 것임.
◦ 기준개발 위한 기술지원은 SBSTA에서, 성과평가·영향분석은 기술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행할 전망
- UNFCCC SBSTA는 잠재적으로 기준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고, 독립된 기술 전문가 집단(기후변화협약 내부 혹은 외부)이
REDD+ 성과평가와 환경적 효과를 평가하여 채택된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입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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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D+ 등록부 관리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혹은 외부 기구에 의해 수행
- 새로운 고위급 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혹은
외부 기구들이 선진국 지원과 REDD+ 국가 활동들이 기록된 REDD+
등록부의 관리를 맡게 될 수 있음.
- REDD+ 등록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임시로 재정지원과 활동 간 매칭을
촉진시키는 재정 기능을 수행할 것임.
◦ 검토절차에 갈등해결 메커니즘 도입될 전망
- 마지막으로 검토 절차는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자신들의 이해를 국제적
인 수준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수립될 수 있음. 기후
변화협약은 이런종류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장치 마련이 아직은 미흡하
기 때문에 COP하 새로운 실체가 생겨나거나 FCPF 혹은 UN-REDD와
같은 기존 조직들이 갈등해결 메커니즘 설치를 요청받게 될 것임.
- 검토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관심 등은 해당 REDD+ 활동이
국제적 수준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고려되도록 할 것임.

2. 정책적 시사점

◦ 향후 Post-2012 체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임.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으로 양측이 모두 합의하는 구속력 있
는 의정서 마련은 상당한 시간소요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EU 기후변화총국에 따르면 EU는 2010년 12월 멕시코 기후회의에서도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 협약 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함. 이에
Hedegarrd EU 기후 위원장과 Yvo de Boer UNFCCC 사무총장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음.

93
- EU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Post-2012
체제는 EU 주도 체제와 미국 주도 체제로 나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
망도 어느 정도는 형성된 상황임.
◦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국 그룹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
-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기후변화 역사
적 책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선진국들에게만 적용되며 한
국은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는 분류될 수 없으며,
인류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겠
다는 뜻임.
- 따라서 한국은 자발적 감축 원칙을 강조하고 2009년 말 202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을 BAU기준 30%,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함. 이는 IPCC가 권고한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임. 또
한 COP-15에서 NAMA 등록부 설치를 제안하여 합의문에 포함되는 성
과를 얻음.
- 그러나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9위라는 점, 2020년까지
선진국들의 감축목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선진국들로부터
의무 감축국 포함 압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역사적 책임에 있어서의 정당성이나 자발적 감축원칙을 통해 개도국
선도 그룹으로서의 지위가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부과를 위한 계속된
압력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는 향후 정부 의지 및 외교력에 달려
있음.
◦ Post-2012 체제에서 REDD+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될 전망
- 어떠한 형태로 Post-2012 체제가 전개되든 REDD+는 지구 생태계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및 개도국 지역 환경개선 등 REDD+ 사업이 갖는 본
질적인 중요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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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확보와 개도국에 있어서
의 선진국 재정지원 유도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중요
한 의제로 다루어질 이슈임에는 분명함.
-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협상 시나리오별 REDD+ 전략 수립 및 Post-2012 협상 결과
주시 필요.
- 향후 협상 하 우리나라 위치변화 및 구축될 REDD+ 재정체제에 따라
REDD+는 우리나라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임.
∙ 특히 우리나라에 감축의무가 부과되고 REDD+ 배출권 발행이 현실화
될 경우, A/R CDM에 비해 방법론이 간결하고15 대상지를 찾기가
쉬우며 A/R CDM 대비 높은 배출권 확보 잠재력이 있는 REDD+ 배출
권 확보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것임.
∙ 또한 북한 산림황폐화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
남북협력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
- 협상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부담 참여 및 감축방식이 결정되고 산림
부문 배출권 확보 잠재력 변화가 예상되므로 협상 시나리오 별 REDD+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는 REDD+를 위한 개도국 산림 자원 확보기회 확대 필요.
- REDD+ 배출권 발행 시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적 펀드로 거래될 확률
이 높아 해외 REDD+ 대상지 선점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을 만들 필요가 있음.

15

REDD+ 배출권은 기준연도가 필요 없고 국가단위 사업 시 누출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주요 방법론이 산림면적 측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방법론이 간결
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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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REDD+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하고 해외 산림을 미리 확
보하기에는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불확실성에 의해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함.
- 산림분야 양자협력 다변화, 산림기관간 MOU 등을 통한 자원 확보 기회
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임.
◦ 또한 REDD+ 잠재 가능국 발굴을 위한 주요국 DB 구축
- REDD+의 성공은 REDD+ 대상국의 정치적 통치구조 및 지원, 토지보
유권 및 재산권 확립 등 제도, 대상국 산림황폐화 관련 자료, 지역사회
의 참여 등 대상국 산림 전반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됨.
- 향후 기후변화 협상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EDD+
잠재 가능국 발굴을 위한 주요국 REDD+ 이행을 위한 관련 DB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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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주요약어

AWG

Ad-hoc Working Group, 특별작업반

A/R CDM

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 신규조림/재조림 CDM

AWG-KP

AWG-Kyoto Protocol, 교토 프로토콜 특별작업반

AWG-LCA

AWG-Longterm Cooperative Action,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국제숲연구센터

COMIFAC

Central African Forest Commission,
중앙아프리카 산림위원회

CED

Centr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카메룬 국립환경개발센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CFRN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열대우림국가 연합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권 거래제

ERT

Expert review team,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검토팀

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세계은행 산림탄소협력기구

FIP

Forest Investment Program, 세계은행 산림투자 프로그램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세계은행 국제환경기금

GHG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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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LD nation

High forest cover and low rates of deforestation nation,
높은 산림밀도와 낮은 산림 황폐화율 국가

IFCA

Indonesian Forest-Climate Alliance,
인도네시아 산림기후연합

IWG-IFR

Informal Working Group on Interim Finance for REDD,
REDD 임시 재정에 관한 비공식 작업반

IPCC

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국제열대림기구

JI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측정, 보고, 검증

NCCP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국가기후변화 프로그램

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자발적 감축행동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원조

R-PIN

Readiness Plan Idea Note, 준비계획 아이디어노트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산림황폐화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기후변화협약 실행보조기구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UN-REDD

United Nations Collaborative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REDD

United Nations REDD Programm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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