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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기후변화가 지구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산림탄소량 증대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하 

REDD+)이 기후변화 대응 산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파트너

십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와 FAO, UNDP, UNEP가 주도하

는 UN-REDD프로그램, 산림투자프로그램(Forest Investment Program; FIP) 등과 같

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REDD+ 시범사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REDD+ 사업은 탄소배출권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세

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REDD+ 탄소배출권은 2010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탄소

배출권 총량의 약 29%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의 30%인 244백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산림부문은 산림사

업을 통해 이와 같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REDD+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

로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REDD+ 사업 전략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대상

지로는 우리나라와 오랜 기간 동안 산림협력관계를 맺어왔고, REDD+ 사업 대상지

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였다. REDD+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의 REDD+ 지원 활동 및 전략을 분석하였

고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여건 및 산림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REDD+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기법인 ACTIFELD 기법

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 전략 개발을 시도하였다. REDD+ 사업

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제도, 경제, 기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REDD+

사업의 위협, 기회, 강점, 약점을 파악하여 실행가능한 전략을 기술하였다. 전략 실

행기관으로서 산림전문정부기관인 산림청을 선정하고 산림청이 다양한 정부 및 비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산림 전문가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기별 전략의 중요도와 자원보유수준을 파악하고, 각 전략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전략 15개를 도출하였다. 전략의 시

기별 중요도와 자원의 보유수준을 고려하여 초⋅중⋅말기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초

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해 양국의 정보 공유와 사업기반구축에 집중하여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상지 선정 및 확보, 교육 실시, 법률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중기

에는 관련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협력 도모에 주력하면서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국의 산림녹화 및 임업 기술과 오

랜 시간동안 구축해온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구조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

이다. 말기에는 선정된 대상지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술 개발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RED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REDD+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술

적,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ACTIFELD기법을 활용하여 전략수립과정을 자세

히 기술하였으므로 변화된 환경 요인을 투입하면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요인(자원보유수

준,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므로 전략의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산림청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REDD+ 종합대책

(2012-2016)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Summary

Under the global regime of climate change,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enhancing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forest carbon stocks) projects have been prepared

and conducted in developing countries.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by

World Bank, UN-REDD programme by FAO, UNDP and UNEP are supporting

demonstration projects and capacity-building programme. In 2010 the traded

carbon credits through REDD+ projects are about 29 percentage of the total

carbon credits in the global OTC market.

Republic of Korea (ROK) does not belong to Annex I countries which have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the Kyoto protocol.

However ROK announced to reduce 244 millions ton of greenhouse gas until

2020. Forest sector may contribute to achieve the national target through fores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It needs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ccessful approach to REDD+ for carbon credi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strategies for REDD+ projects

that ROK can carry out in Indonesia, in order to secure carbon credits. ROK has

collaboration with Indonesia as a preferred country for REDD+ projects for last

decades.

To design strategies for Korean REDD+ projects in Indonesia, national REDD+

strategies in Norway, Germany, Australia,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theory of strategy by Mintzberg.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and forest policies of Indonesia were examined. Finally

REDD+ strategies were developed by employing a strategic planning method

called "ACTIFELD". In the process of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ions, economy,

technology, and stakeholders were considered as central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REDD+ activities. Through a TOWS analysis, these factors were

analyzed in detail and possibl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ROK were identified.

The priorities, resources, obstacles, and alternative solutions were evaluated for

each strategy, based on the results of focus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forestr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at a set of

REDD+ national strategies be applied by the ROK in Indonesia, continuing until



the year 2020, and involving three phases: early, mid-term, and final action. The

results of study provide technical advice on what information is necessary in

deciding national strategies for ROK as a donor country, and thus support

implementation of REDD+ national plan 2012-2016 by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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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1

제1장 서 론

기후변화가 지구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은 기후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유엔기후변

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구성되었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시장이 형성되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유지, 보호, 확대가 강조되면서 신규조림/ 재조림 청정개

발체제(Afforestation/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anagement: A/R CDM)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탄소

량 증대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하 REDD+)이 기후변화 대응 산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12월까지 총 36건의 A/R CDM 사업이 UNFCCC에 등록되었고

(UNFCCC, 2011a), 2009년까지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총 40개 개발도상국에서 79개 

REDD+ 준비활동과 100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Cerbu et al., 2011).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파트너십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와 FAO, UNDP,

UNEP가 주도하는 UN-REDD프로그램, 산림투자프로그램(Forest Investment

Program; FIP)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REDD+ 시범사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개도국과의 직접

적인 교류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개도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REDD+ 사업은 탄소배출권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 산림탄소배출권 거래 현황을 보면, REDD+ 탄소배출권이 장외시장에서 거

래된 탄소배출권 총량의 약 29%를 차지한다(Peters-Stanley et al., 2011).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의 30%인 244백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산림부문은 산림사

업을 통해 이와 같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2010년에 산림청은 산림탄소상

쇄제도 시범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조림을 통한 산림탄소

상쇄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녹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조림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기 어려우므로 국외 산림사

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과 산림

청은 기후변화 대응 국외 산림사업으로서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서 5백만 달러의 

탄소배출권 조림과 REDD+ 사업(2009-2013년)을 추진하고 있다(한기주와 윤여창,

2010). 2011년 산림청(2011a)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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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 추진 계획을 포함

하고 있다.

REDD+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REDD+ 사업 전략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대상지로는 우리나라와 오랜 기간 동안 산림협력관계를 맺

어왔고, REDD+ 사업 대상지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네시아(Cerbu et al., 2011)를 선

택하였다. REDD+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국제적 

동향, 선진국의 REDD+ 전략, 수혜국인 인도네시아와 지원국인 우리나라의 자원 요

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REDD+ 지원 활동 및 전

략 분석과 인도네시아 산림정책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 

의사결정 방법인 ACTIFELD 기법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전략을 개

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우리나라 산림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종

합대책(2012-2016)’의 효과적⋅효율적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산림탄소배

출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제협력 관계 증진에

도 기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REDD+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시작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기

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국제적 협상 동향, REDD+에 관한 선행연구, 전략의 정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략적 의사결정방법인 ACTIFELD 기법을 소개하였다. 제3장

에서는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를 기술하고, 제4장에서 선진국의 REDD+ 전략, 제5장

에서 인도네시아 산림정책, 제6장에서는 ACTIFELD 기법을 활용한 전략 개발에 대

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및 결론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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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 REDD+에 관한 국제협상 동향

IPCC 특별보고서(Metz et al., 2007: 27)에 따르면, 지구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17.4%

는 임업을 포함한 토지이용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토지이

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1997년 12월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1990년 이후에 인간에 의하여 야

기된 직접적인 토지 이용변화와 조림, 재조림 및 벌채 등 임업활동에 의하여 발생

된 배출원에 의한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 변화

는, 각 공약기간 동안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로 측정되어, 의무감축국이 감축공

약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제1차 공약기간동안 부

속서 I 당사국은 부속서 I 이외 국가에서 A/R CDM 사업을 수행하여 획득한 온실

가스 감축량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산림에 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

한 온실가스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2005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푸아뉴기니와 코스타리카가 산림전용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 관한 문제를 공식의제로 제안하면서 REDD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REDD는 산림지가 비산림지로 바뀌는 것과 산림축적 및 산림 서비스의 감소를 완

화함으로써 산림 속에 축적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REDD에 대한 UNFCCC 과학기술위원회(SBSTA)의 검토를 바탕으로 2007년 발리에

서 열린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REDD는 2012년 이후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REDD’가 ‘REDD plus(REDD+)’로 의미가 확장

되었다(UNFCCC, 2008: 3). REDD+는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이외에 산림 보

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탄소량 증대활동을 포함한다. 2009년 코페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통해 선진국은 2010-2012년 기간 동안 개도국의 REDD+를 포함한 온실

가스 감축 및 적응활동, 기술개발, 역량 구축을 위한 단기재정 300억 달러를 마련하

는데 합의했다(UNFCCC, 2010: 7). 2010년 5월 27일 오슬로에서 열린 기후산림회의

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REDD+ 파트너십을 결성하였다.

REDD+ 파트너십 결정문에 따르면 코펜하겐 합의 이후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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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은 개도국의 

REDD+ 활동에 대해 총 40억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

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결정문(Cancun Agreement)(UNFCCC,

2011b: 12-13)은 REDD+ 활동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기술적, 재정적 지

원을 위해 개도국에게 국가전략 또는 활동계획, 국가 산림 온실가스 배출 수준, 엄

격하고 투명한 산림모니터링체계, REDD+ 이행과정에서의 안전장치에 관한 정보체

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개도국에게 국가 전략에 산림전용의 원인, 토지소유권, 거버

넌스, 성별 고려사항, 안전장치,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

였다. 이와 같이 REDD+에 관한 국제적 협상 및 논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REDD+에 관한 선행연구

2007년 이후로 REDD+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International Forestry

Review(2008년 10권 제3호),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2011년 16

권 4호),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2011년 14권 2호) 등 여러 저널이 

REDD+에 관한 특별호를 발행하였다. REDD+ 연구는 크게 기술과 제도 중심 연구

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 중심 연구에서는 REDD+ 사업의 효과(Stickler et al.,

2009), 사업 지역 선정(Harris et al., 2008), 사업비용(Börner and Wunder, 2008:

Kindermann et al., 2008: Bellassen and Gitz, 2008: Strassburg et al, 2009: Tacconi,

2009), 참조수준 설정(Busch et al., 2009), 모니터링(Grainger and Obersteiner, 2011:

Fry, 2011)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도 중심 연구는 지역주민의 권리

(Sunderlin et al., 2009: Palmer, 2010: Lyster, 2011: Larson, 2011), 생계(Lawlor et

al. 2010: Caplow et al., 2011), 산림 거버넌스(Forsyth, 2009: Tacconi et al., 2009:

Phelps et al., 2010: Kanowski et al., 2011: Thompson et al. 2011) 등의 내용을 포

함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무원의 부패와 불확실한 토지소유권 제도 등 불안정

한 산림 거버넌스 체제가 REDD+ 사업 실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

와 같은 선행연구는 RED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다양

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REDD+ 지원 활동 및 전략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최근 노르웨이 국제개발청은 노르웨이 국제

기후산림기구(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 콩고,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탄자니아에서 수행한 REDD+ 관련 활동을 평

가한 보고서(Norad, 2011a: Norad, 2011b: Norad, 2011c: Norad, 2011d: Norad,

2011e)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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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역 정부 역량 강화, 보상 체계 구축, 법⋅행정체계 구축 등 개도국에 대한 

노르웨이의 전략을 간략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이 구성된 맥락과 전략개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의 한계에 도전하여 주요 선진국의 국가전략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실천

적인 REDD+ 사업 전략 개발을 시도하였다. 최근 REDD+ 관련 재정 및 활동에 대

한 국가별 문서가 작성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RED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의 국가전략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국외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와 사업대상국

의 여건 및 자원을 최대한 고려한 REDD+ 사업 전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3. 전략

전략이란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현재 및 미래의 자원

을 활용하여 환경과의 조화를 꾀하는 메커니즘(Hofer and Schendel, 1978; 허문구 

2003)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MacCrimmon(1988)은 전략적 경영의 세 구성요소를 

목표, 수단, 환경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바로 전략

이다. 전략을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한 Mintzberg(1987)은 전략을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전략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을 구성하는 계획

(Plan)이다. 전략은 사전에 구성되며,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다. 둘째, 전략은 경쟁상

대를 이기기 위한 술책(Ploy)이다. 셋째, 전략은 일관적인 행동 패턴(Pattern)을 담고 

있다. 넷째, 전략은 조직의 지위(Position)를 결정짓는 수단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조직과 구분되는 조직의 생태지위(niche)(한준 외, 2004)를 결정짓는다. 다

섯째, 전략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을 포함하고 있다. 조직의 관점에 

따라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전략의 다섯 가지 정의

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REDD+ 전략을 기술하였다.

4. ACTIFELD 방법론 

ACTIFELD 기법은 자원, 장애요인 등의 환경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론이다(Coyle 2004). ATIFELD는 전략적 의사결정 단계의 주

요 내용 중 첫 문자를 추출하여 조합한 단어이다. ACTIFELD 기법은 총 8단계로 



6❘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구성되었는데, 1-4단계인 ACTI 단계는 전략적인 질문에 대처하는 행위("action")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며, 5-8단계인 FELD 단계는 현장("field")에서 이러한 행위들

의 작용을 구성하는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다(김기황 외, 2008). A단계(A: Ask a

strategic question)에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략적 질

문을 설정한다.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달성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질문을 설정한다. C단계

(C: Come to grips with strategic complexity)는 문제의 내부적, 외부적 맥락을 파

악하기 위한 단계로서 문제의 복잡성을 총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인

드맵, 영향⋅원인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표현할 수 있다.

T단계(T: Think about the future)는 전략적 선택의 단계로 미래상을 분명하게 규정

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다.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시나리

오를 구축한다. I단계(I: Identify actions)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WOT분석은 각 항목에 대한 수가 많고, 동일한 사

항에 대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규명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요인인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기 전에 외부 환

경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TOWS분석(Weihrich, 1982)을 

활용하여 전략적 행위를 모색한다. F단계(F: Find a viable organisation that could

implement those actions)에서는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전략 

실행이 가능한 기관을 모색한다. E단계(E: Evaluate the planned strategic change)에

서는 제시한 전략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자원을 바탕으로 현황과 미래상황의 격차를 

분석하여 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한다. L단계(L: Look for

obstacles and check the analysis)에서는 제시한 전략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D단계(D: Decide if the strategy will work and

develop a time based action plan and risk assessment)에서는 최종적으로 각 단계

에서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ACTIFELD 기법(Coyle, 2004)은 정량적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사회현상

을 정성적인 접근법을 통해 단순화할 수 있고, 절차가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므로 단

순화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기법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ACTIFELD 기법은 도시 및 지역 개발

(김기황 외, 2008: 이만형 외, 2008)과 개발/보전의 대립 문제 해결(Coyle, 2004) 등 

구체적인 전략 개발을 요구하는 실용 연구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도 전략 개발과정

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ACTIFELD 기법을 활용하여 REDD+ 전략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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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REDD+ 사업 정책 분석과 선진국의 REDD+ 전략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종합]

인도네시아 REDD+ 추진 

전략 방안 개발

[세부 1]

선진국의 REDD+

사업 추진전략 조사

[세부 2]

인도네시아의 REDD+

정책분석

[그림 3-1] 연구흐름도

1. 선진국의 REDD+ 사업 추진전략 조사 

사례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각국의 REDD+ 전략을 분석하였다. REDD+ 시범사업 

및 준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인 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

국, 일본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대상국가 모두 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으로 지정되었다.

주로 REDD+ 사업 관련 국가 및 국제공식문서를 수집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1). 또한 REDD+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제공한 REDD+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Voluntary REDD+ Database1)를 통해 국가별 REDD+ 재

정 및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세계적으로 REDD+ 사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REDD+ 전략 및 활동

에 관한 공식문서가 부족하였고,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이 어려워 현장에서의 구체

적인 경험 및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1) http://www.reddplusdatabase.org/



8❘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국가 또는 기관명 문서명

REDD+ 파트너십 Voluntary REDD+ Database(온라인)2)

UNFCCC Report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2008-2011)

노르웨이 
Real-time evaluation of Norway's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2011)

독 일 
The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climate protection (2011)

호 주 Australia's fast-start finance progress report (2010)

미 국

Strategic Choices for United States Fast Start Financing

for REDD+ (2010)

US REDD+ Programs: Addressing Climate Change by

Conserving and Restoring the World's Forests (2010)

일 본 JICA’s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2011)

[표 3-1] 국가 또는 기관별 주요 분석 자료 

수집한 문서를 활용하여 노르웨이, 독일, 호주, 일본, 미국의 REDD+ 전략을 기술하

기 위하여 Mintzberg(1987)이 제시한 전략의 다섯 가지 정의를 활용하여 세 개의 

분석 항목을 구축하였다; 예산, 지원유형, 접근방식. 계획은 각 국가의 공식적 발표 

및 선언을 통한 REDD+ 지원 약속을 포함한다. 지원금에 대한 공식적 약속을 기술

하였다. 패턴은 REDD+ 지원유형을 나타낸다.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전

문기구를 수립할 수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REDD+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국제기구 또는 제3자 관리조직에 선진국이 재

원을 출연하고 그 조직이 중심이 되어 개도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고, 둘째는 개도국과의 협약을 통해 선진국이 개도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한

기주와 윤여창, 2010: 21). 지원은 직접 지원금, 보조금, 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

행될 수 있다. 술책, 지위, 관점은 REDD+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접

근방식은 탄소배출권의 활용방식과 REDD+ 사업 지원 목표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세 항목(예산, 지원유형,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대상국의 REDD+

전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REDD+ 전략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http://reddpluspartnership.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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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분석항목

계획: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적 계획 예산 

패턴: 일관적인 행동 패턴

지원유형

l 조직

l 양자/다자협력

l 직접지원금/융자

술책: 경쟁상대를 이기기 위한 술책
접근방식

l 산림탄소배출권의 활용

l 관점 

지위: 조직의 지위를 결정짓는 수단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표 3-2] 국가별 REDD+ 전략 분석틀

2. 인도네시아의 REDD+ 정책분석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대한 준비활동 및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인도네

시아 정부의 REDD+ 관련 법률 제정, 조직체계 등 다양한 산림정책수단을 조사

하여 분석한다.

¡ 인도네시아 산림정책의 흐름

¡ 인도네시아 REDD+ 관련 법령

¡ 인도네시아 REDD+ 관련 조직

¡ 인도네시아 REDD+ 프로젝트 현황

3.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 전략 방안 개발

본 연구에서는 ACTIFELD 기법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표 3-3) 인도네시아 REDD+

추진 전략을 개발하였다. A단계에서 본 연구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C단

계에서는 산림전용 및  REDD+에 관한 문헌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REDD+사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고, 각 요인에 대한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T단계에서는 산림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종합대책

(2012-2016)’을 참조하여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I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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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ACTI

A 전략적 질문 상정

C REDD+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T 시나리오 구성(2012-2016년)

I TOWS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전략 확인

FELD

F 실행 가능한 기관 모색

E 전략의 중요도와 전략 실행을 위한 보유 자원 분석

L 장애요인 검토와 극복방안 모색

D 종합적 추진전략 결정

[표 3-3] ACTIFELD 기법에 따른 REDD+ 전략 개발 절차

계에서 2011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 Asia-Pacific Forestry Week

REDD+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을 분석하고 인도네시아 자연, 사회,

문화 환경 및 REDD+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여 REDD+ 사업의 위협, 기회, 강점, 약

점 요인을 파악하였다. 각 요인을 중심으로 TOWS분석을 실시하여 실행 가능한 전

략을 제시하였다. F단계에서는 국외 REDD+ 관련 기관과 우리나라 국외 산림협력 

및 연구기관의 활동을 검토하여 전략 실행이 가능한 기관을 모색하였다. E, L단계

에서 전략의 중요도, 보유자원,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

를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 6일, 정부기관(1인), 연구기관(2인), 기업(1인), 비정부기

관(1인)에 소속되어 있고,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설명회를 통해 연구 목적, 전략수립과정을 소개하고 본 연구

팀이 개발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설명회 이후에 총 5명의 전문가들은 각 전략의 시

기별 중요도, 자원의 보유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전략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기술하였다. 최종적으로 D단계에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 REDD+ 사업 추진전략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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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진국의 REDD+ 전략

본 장에서는 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의 REDD+ 관련 전략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UNFCCC 산하의 REDD+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설립을 강력

히 지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기후정책의 주요 목적은 충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보장하면서 국제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고 장기적인 Post-2012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체제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전 단

계보다 2°C 이상으로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노르웨이의 목표이다.

노르웨이는 일 년에 3억 크로네(약 5억 달러)를 REDD+에 할당하겠다고 선언했으

며, 이를 위해 노르웨이 정부 산하에 국제 기후변화․산림 협력기구(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ICFI)를 2007년 12월 발리에서 진행된 기후변화협상

에서 공식 선언했다. 환경부가 임명하는 ICFI 프로젝트 그룹은 외무부 및 다른 관

련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자문을 구한다.

ICFI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국제기후체제에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

시킨다.

② 비용 효과적이고 검증 가능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 조치

를 취한다.

③ 탄소 저장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림의 보전을 촉진한다.

○ 노르웨이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의 전략

ICFI의 주요 전략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모니터

링, 보고 및 검증(MRV) 관련 시스템 구축과 효과적이고 유연한 국제적 체제 수립

이다. 또한, 노르웨이는 국가와 세계단계의 조화와 협동을 중요시 여겨 UN과 세계

은행 및 콩고분지산림기금(Congo Basin Forest Fund, CBFF)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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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부여한다.

ICFI는 다음과 같은 조직 및 프로그램의 설립을 추구한다.

• 산림보유국 국가의 정부단위 REDD 기획 기관. 이 기관은 REDD, 개발 전략,

실행 감독 및 국제 지원 조직과의 연결체를 책임진다.

• 수령국가가 원하는 국제기구를 선두로 한 국제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해외 지원을 조정하고 REDD 전문지식과 역량을 지원한

다. 비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은 여기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제 수준의 지원 조직. 이 조직은 UNFCCC하의 협상을 통해 구축된 체계에 

따라 설계하고, REDD와 관련된 분야 내에서의 지식 관리, 체계적 정보망 및 

지식 관리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성공적인 ICFI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 조건을 다음과 같다.

• ICFI의 파트너가 되는 모든 지원 대상국들은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대상국

은 국가 REDD전략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 

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비정부기구(NGO)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대부분의 경우 지원대상국가의 역량 구축은 초기 단계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숲 면적과 생물량 모니터링, 산림탄소량 측정, 정책 개발 및 법률 집행 

등에 관한 역량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IFCI는 국제적 수준의 역량 구축에

도 기여할 것이다. 국제기관(주로 UN 시스템 내에서)은 필요한 역량을 구축

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성과 기반이어야 하고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배출 기준이 가능한 빨리 선정되어야 한다. 사업 중

간 단계에 지원 대상 국가들은 진행상황을 평가받을 것이며,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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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경우에 지원이 점차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 노르웨이는 IFCI가 다른 국가들의 기부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REDD 사업의 문제점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다.

노르웨이는 열대림국가들과 세계은행의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

UN-REDD 프로그램 및 Forest Investment Program (FIP)과 같은 국제 REDD+ 이

니셔티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RED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ICFI는 국제열대목재

기구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REDD+ 활동도 지원한다. 노르웨이가 양자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브라질, 인

도네시아, 탄자니아, 가이아나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노르웨이가 국제기관을 통한 

지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

으로 여겨진다.

○ 노르웨이 REDD+ 사업 재원의 흐름

그림 4-1은 노르웨이 REDD+ 사업 재원의 흐름을 나타내는 자료로써, 노르웨이가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3)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지원기금이 총 9

억 61백만 달러에 이른다.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다른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REDD+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

다. 노르웨이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REDD+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4억 70백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했으며 재원지원 방식은 대부분 직접 지원금(Grant)

이다(그림 4-2).

○ 노르웨이의 REDD+ 사업관련 재정지원 약속과 지출

REDD+사업 개수만 보았을 때 노르웨이는 국제기구와 국제적 관리조직이 중심이 

되어 개도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국제 REDD+ 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후원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3 표 4-1).

3) 선진국의 보고역량이 더 뛰어나다는 가정 하에 선진국 보고자료 중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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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르웨이의 REDD+ 재원과 지원 대상 국가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그림 4-2] 노르웨이의 REDD+재정 지원 유형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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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REDD+ 양자협력

노르웨이는 다수의 국가별 지원을 하는 것보다 소수의 국가들의 REDD+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다. 지출내역을 보면 양자 협력을 통한 지원은 2010년까지 1억 45백

만 달러로 네 개의 양자 협력 체제(가이아나 REDD+는 다자와 양자체제)에도 불구

하고 총 지원금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부록3 표 4-2).

최근 노르웨이의 양자협력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인도네시아-노르웨이 REDD+

파트너십을 비롯해 그보다 먼저 실행한 아마존 기금은 노르웨이로부터 각각 약 10

억 달러의 방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해 탄자니아와 모잠비크에 대해서는 

(다자협력체제도 포함된 가이아나 REDD+투자기금 제외)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재원을 지원하지만 해당 국가의 UN-REDD프로그램이나 다른 파트너십도 함께 지

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고 

야심적인 글로벌 기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적어도 2030년까지 탄소중립국가 달성

을 국가 목표로 선정했다. IFCI의 활동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에 포함되지 않

을 것이라고 한 노르웨이의 입장을 보아4) 노르웨이는 REDD+를 통한 탄소 배출권

보다는 제도적 장치 및 역량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2. 독일

독일은 UNFCCC 과정에 기여할 Oslo Climate and Forest Conference에서 REDD+

파트너십의 공식화를 지지한다. 2010년 5월에 독일은 REDD+ 단기재정 지원의 30%

인 최소 3억 50백만 유로(2010년 1월 1일 환율기준 약 5억 달러에 상당)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의 REDD+지원은 주로 역량개발, 국가차원의 REDD+전략

과 산림관리방법의 개발과 실행, 그리고 시범 활동의 조기 구현 등을 목표로 한다.

독일연방정부의 경제협력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와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 안전부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의 활동은 개발

4) 주인니 노르웨이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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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조정되

고 있다. BMZ는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 계획 및 조정하고 상응하는 정책 및 프로

그램을 설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BMU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의 기후보호 

프로젝트의 지원을 맡고 있는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ICI)활동에 재정을 

출연하고 있다. ICI는 배출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데, REDD+는 자금이 쓰여지는 

세 분야중 하나이다. 독일 개발협력자금은 세계은행의 FCPF같은 국제기구의 다자간 

프로그램으로 유입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독일 자금은 양자 프로젝트와 개별 국가 

또는 지역단체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쓰여 진다.

○ 독일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의 전략

ICI가 2008년에 출범한 이래, BMU는 5억 50백만 유로 규모의 220여개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다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기여하는 추가자금까지 합하면 최대 5년간 

실행되는 ICI 프로젝트는 12억 유로의 규모에 다다른다.

프로젝트는 여러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 과 KfW Entwicklungsbank5)와 같은 

독일정부기관이 담당한다. 프로젝트의 약 1/3은 비정부기관, 연구 기관, 재단 및 민

간 기업에 의해 실행된다.

ICI는 세 가지 영역, 1)기후친화적인 경제 구축, 2)기후변화 대응, 3)천연 탄소 흡수

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ICI의 우선순위가 가

장 높은 영역은 기후 친화적인 경제구축이다. 프로젝트의 약 60퍼센트가 에너지 효

율성과 재생 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ICI자금의 약 28퍼센트는 탄소흡수원

/REDD+에 할당된다. ICI의 REDD+지원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동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는 지원금의 약 12퍼센트를 차

지한다.

○ 독일의 REDD+ 사업 재원 흐름

독일의 재정 지원방식은 노르웨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그림 4-3).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일이 양자협력 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

년간 예정된 지원금은 총 3억 79백만 달러이며 노르웨이가 8년간 지출하기로 한 9

5)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는 독일 국제교류 협력단이
고 KfW Entwicklungsbank는 독일개발은행이다. 독일개발은행은 금융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
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와 컨설팅 서비스 비용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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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61백만의 40%수준이다.

그림 4-4에 따르면 독일은 2009년에 약 1억 23백만 달러를 대부분 사용방법이 구체

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형태로 지원하였고, 직접지원금이 두 번째로 많이 지원된 형

태였다. 한편 2009년 이후 할당된 지원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 독일의 REDD+ 사업관련 재정지원 약속과 지출

독일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독일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REDD지원프로그램은 세계

은행 프로그램들로 제한되어 있다. 총 액수를 살펴보면 양자협력을 통한 지원금은 

7억 22백만 달러로 57백만 달러인 다자간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많다 

(부록3 표 4-3).

[그림 4-3] 독일의 REDD+재원과 지원 대상 국가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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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독일의 REDD+재정 지원 유형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 독일의 REDD+ 양자협력 

독일은 양자협력을 통한 지원금의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국가와 프로젝

트의 수 또한 많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각 국가

마다 할당되어 있는 지원금은 노르웨이 지원에 비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3. 호주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기준의 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다. 2011년 11월 호주 의회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국제 배출거래시장 

진입을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탄소 배출권이 해외에서 공급되

는 것을 허용하지만, 배출권의 50퍼센트는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6)

6)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1/11/25/australia-eyes-carbon-credits-indonesia-s-fore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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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성부 장관 Greg Combet에 따르면, 호주는 REDD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

다. 특히 인도네시아 숲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게도 

REDD+의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주는 산림을 기후변화 문제점이 아닌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 보는 REDD+를 기후

변화협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이를 국제산림탄소계획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IFCI)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데, REDD+ 지

원금(1억 20백만 달러 REDD+ 단기재정 기부금 포함)은 지난 6년간 2억 73백만 호

주달러(2007-08에서 2012-13)에 달한다.

호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성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와 AusAID에 의해 관리되는 IFCI는 2억 73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REDD+에 대한 글로벌 액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IFCI의 핵심 요소는 인

도네시아 및 파푸아뉴기니와 맺은 산림 탄소 파트너십 (Forest Carbon Partnership)

을 통해 실질적인 REDD+ 활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기술 및 정책

적 장애요소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REDD+ 재정 메커니즘을 설계하

기 위한 UNFCCC하의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호주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의 전략

호주는 REDD가 Post-2012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에 어떤 식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IFCI를 통한 시범활동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입증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고, REDD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 법률 집행 

체제를 위한 토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숲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한다.

IFCI는 또한 개발도상국이 스스로의 산림탄소 측정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직접 

지원하거나 Clinton Climate Initiative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돕는다. 이 활동들은 국

제 산림 탄소 모니터링과 회계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IFCI는 REDD에 대한 시장기반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한다. 이

를 위해 호주는 REDD를 위한 인센티브가 Post-2012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변화 

협약에 포함될 수 있게 UNFCCC 협상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REDD 파트너

십 제휴와 세계은행의 산림 탄소 파트너십 기구 (Forest Carbon Partnership



20❘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Facility) 및 산림 투자 프로그램(Forest Investment Program)도 지원하고 있다.

○ 호주의 REDD+ 사업 재원 흐름 

호주의 REDD+ 재정지원 국가를 표시한 그림 3-5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

니와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호주가 양

국에 지출한 지원금은 약 2억 23백만 달러이다.

호주는 2010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지원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6).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55백만 달러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고, 호주 

또한 직접지원금의 형태가 가장 흔하다.

○ 호주의 REDD+사업관련 재정지원 약속과 지출7)

노르웨이처럼 호주는 양자 협력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

인다. 부록3의 표 4-5의 지출 내역을 보면 2012년까지 국제지원프로그램 및 국제적 

관리조직에 지원한 액수는 99.1백만 달러이고 양자협력체제에 지출한 액수는 67.2백

만 달러로 큰 차이는 없다. 양자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 수가 두 개뿐이지만 국가

별 지원금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5] 호주의 REDD+ 재원과 지원 대상 국가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7) 회계연도차로 인하여 2012년 후의 REDD+자금 할당량은 설문조사 응답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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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호주의 REDD+ 재정 지원 유형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4. 미국

코펜하겐 협약에 반영된 단기 재정 지원의 한 부분으로, 미국은 야심찬 REDD+계

획을 내놓는 국가들에게 2010-2012년 동안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글로벌 개발 정책 (Global Development Policy)의 일환인 글로벌 

기후 변화 계획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GCCI)은 다자 및 양자 지원 메

커니즘을 통해 저탄소성장, 지속가능한 사회 및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

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민간 부문 및 기타 재원에

서 자금을 출연하고,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및 지역을 상대로 양자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

USAID(미국국제개발처)에서 제공한 “미국의 REDD+ 단기재정 지원을 위한 전략적 

선택”9)에 따르면, REDD+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주로 행정부의 국제 기후변화 예

산(주로 국무부, USAID, 재무부가 출연)에서 제공되고,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같은 

8) US REDD+ Programs: Addressing Climate Change by Conserving and Restoring the World's Forests 

(2010)

9) http://www.usaid.gov/our_work/environment/climate/docs/UnitedStatesREDD+Strateg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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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원도 포함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펀드는 현재나 미래의 배출량 감축 또는 

산림 탄소격리, 지표 모니터 등의 목표가 있다면 REDD+ 전략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은 REDD+ 전략에 대해 다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USAID를 포함한 

다양한 미 정부 기관들은 다른 국가들이 REDD+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과 미국의 과학, 기술, 전문 지식의 공유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국가 REDD+전략은 REDD+ 준비단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USAID와 국무부는 저탄

소 개발전략(Low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토지이용변화와 산림탄소배출 및 격리 요인

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전략 개발을 보완해 줄 수 있고,

REDD+ 전략이 산림 분야의 발전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LEDS 프로그램은 FCPF와 UN-REDD 프로그램의 국제적 REDD+ 전략개발에 

대한 지원, 양자협약을 통한 지원 및 국내 이니셔티브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미국에서 여러 차례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기후법은 없

다. 청정에너지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Waxman-Markey Bill)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사항과 함께, 다른 

기후변화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쇄를 온실가스감축방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상쇄 크레딧의 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무 이행을 위한 탄소 상쇄 활용 

범위, 국내/국제 탄소 상쇄 감축 총량을 매년 20억 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상쇄제도는 국외 상쇄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면서 국내제도와 국외제도를 연계시키

고 있다. 법안에서 미국 내 상쇄의 자국 감축량과 타국에서의 감축량 비율은 1:1로 

상정하고,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사업을 상쇄 프로젝트로 인정하

고 있다. 국내 탄소상쇄 크레딧이 부족할 경우 75%까지 국외 탄소상쇄 크레딧으로 

보충할 수 있다. 열대국가의 REDD+사업을 통한 감축은 2012-2015년간 총 배출권의 

5%, 2026-2030년간 총 배출권의 3%, 2031년 이후 총 배출권의 2%를 할당하고 있다

(산림청, 2010).

○ 미국의 REDD+ 사업 재원 흐름 

미국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할당한 지원금은 2억 5백만 달러로 호주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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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계획한 2억 23백만 달러와 비슷하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 미국은 양자 

간 협력을 통한 지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8을 보면 미국의 REDD지원금은 2009년부터 직접 지원금의 유형으로 5백만 

달러의 적은 액수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0년은 2억 8백만 달러로 1년 사이에 약 

40배가 증가했다. 그 중 약 70% 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형태로 지급되었다.

○ 재정지원 약속과 지출

미국의 다자간 기금 기여를 통한 REDD+ 지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림 

4-9에서 보이듯이 다자간 기금은 총 지원금의 약 20%정도로,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가 5%, Forest Investment Program (FIP)이 10%, 그리고 

Global Environment Facility가 5%를 차지한다.

[그림 4-7] 미국의 REDD+ 재원과 지원 대상 국가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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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미국의 REDD+ 재정 지원 유형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그림 4-9] 미국의 REDD+ 재정 지원 분포도

      출처: USAID (2010)

미 정부는 FCPF의 Readiness와 탄소기금 모두 지원하고, 기후투자기금 (Climate

Investment Fund; CIF) 하에 있는 FIP에 기여한다. FIP는 국가 REDD+ 전략을 토

대로 한 공공 및 민간 투자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제 5회 GEF 보

충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과 RED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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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력을 줄이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흐름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산림전

용 및 산림황폐화에서 생성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의 REDD+사업관련 재정지원 약속과 지출

부록3 표 4-7에 따르면 총 재정 지원금이 전년대비 조금 더 늘어난 추세를 보인다.

다자협력에서는 주로 직접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하였는데, 그 액수가 REDD+지원 

할당량이 불확실한 GEF를 제외하면 양자협력지원금에 비해 현저히 적다.

○ 미국의 REDD+양자협력

미국의 REDD+ 양자협력은 크게 세 지역(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이

루어진다. 미국은 국가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에

도 참여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REDD+ 지원을 추진해 온 기록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소유권과 지원 국가의 파트

너십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일본의 원조 정책은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수령

국가 정부, 지역 사회 및 다른 이해관계자간의 토론을 통한 프로젝트 구성을 강조

한다.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구축(리모트 센싱, 지상기반 측정 및 매핑 등)은 REDD+ 활

동에서 배출량 감축 측정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REDD+ 메커니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한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방법론적 연구와 개발에 기여함에 따

라, REDD+ 지원에 있어서 일본의 강점은 역량 구축과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및 

장비 제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와 Climate Investment Fund (CIF)와 같은 다국적 기관의 재무 활동

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일본에는 농림수산부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하에 

있는 산림청, 경제무역산업부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ies),

환경부, 외무부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를 중심으로 여러 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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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와 관련되어 있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및 다른 국가들 간

의 산림기술협력을 담당하고, 부서 하에 설립된 삼림종합연구소(FFPRI; 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와 함께 기술 및 방법론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FFPRI는 2010년 7월에 기술적 개발과 지도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REDD 연구개발센터(RED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했다.

일본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협력하고 이것이 성공적일 경우 그 배출권을 일본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자간 배출권 상호인정 방식 (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을 구축하는 중이다. 환경부와 METI가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다. 그림 4-10 과 4-11 에서 볼 수 있듯이 REDD+는 이 제

도의 요소 중 하나이고 타당성 조사의 일부는 RED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4-10] 일본의 양자간 배출권 상호인정 방식 타당성조사 현황 (2011년)

출처: 일본 환경부

○ 일본의 REDD+사업 재원 흐름 

그림 4-11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에서 2014년까지 20년 동안 총 36억 94백만 달러

를 REDD+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이 수치는 다른 네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일본의 

연간 지원금이 가장 크며 지원기간도 가장 길다. 이 수치는 기후변화체제에서 

REDD+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의 지원 금액까지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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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한 일본정부의 개도국 산림사업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자금력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

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와 양자 협력을  체결 하고 있다.

일본의 지원금은 2007년까지 약 100만 달러로 일정한 수준이었고 2008년 7억 62백

만 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그림 4-12). 2009년의 8억 77백만 달러가 가장 높은 수

치였고 2010년부터 1억 30백만-1억 50백만으로 줄어든 추세이다.

○ 일본의 REDD+ 사업관련 재정지원 약속과 지출

일본의 양자협력 지원금은 81%가 융자금의 형식을 띄고 있다. 일본의 REDD+ 지출 

내역을 보면 미국과 비슷하게 GEF를 제외하고는 다국적 협력 지원금의 액수가 양

자협력 지원금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3 표 4-10, 표 4-11).

[그림 4-11] 일본의 REDD+재원과 지원 대상 국가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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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일본의 REDD+ 재정 지원 유형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6. 각국의 전략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Mintzberg의 다섯 가지 전략유형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독일, 호주, 일본, 미국의 REDD+ 사업 추진 전략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REDD+ 전

략과 비교하였다. 노르웨이와 독일은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국가 전략의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국제기후변화체계에서 REDD+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및 국제수준의 지원 조직 구성을 

도모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

는데 대부분 국제기구 및 국제프로그램을 직접 지원금(Grant)형태로 지원한다. 독일

은 전 대륙의 개도국과 맺어온 산림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자협력체계 위주로 개도

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시장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이 인정되지 않으

므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가 아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과 생물다양

성 확보를 국가전략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호주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인접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와 산

림탄소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두 국가만을 대상으로 RED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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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양자협력 중심으로 여러 개도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도국의 REDD+ 전략과 저탄소개발전략을 연계시켜 접근하고 있다. 아직 기후법

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2009년에 제시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서는 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을 통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제상쇄크레딧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

제상쇄크레딧은 미국 탄소시장에서 허용된 탄소량의 절반(약10억 톤)을 차지한다(산

림청, 2010). 본 연구에서 활용한 Voluntary REDD+ Database의 자료에서 알 수 있

듯이, 일본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양자협력체제를 통해 개도국의 REDD+ 사업

을 지원해왔다.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직접지원금의 형태로 REDD+ 사업을 지원한 

반면, 일본은 지원금의 81%이상을 융자형태로 지원하였다. 이 통계수치는 지난 20

년간 일본의 개도국과의 산림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이

후, REDD+ 개념이 국제적으로 언급된 이후의 지원유형은 알 수가 없다. 일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17억 달러 이상을 REDD+ 사업에 지원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REDD+ 탄소배출권을 국내 상쇄 제

도에 포함시켜 국가온실가스감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가별 전략과 비

교하여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자협력체제를 통해 REDD+ 사

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아시아 개도국과의 산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REDD+ 사업의 잠재량이 높고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

시아개도국에 선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2009-2013년까지 KOICA와 산림청은 인

도네시아 롬복 지역에서 5백만 달러의 탄소배출권 조림과 RED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금액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추후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산림청, 2011).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은 아

니지만 자발적인 조기 감축을 위해 REDD+ 사업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목

표로 하고 있다. 향후 구축될 국내배출권거래제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이 거래될 것이

라는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REDD+ 사업을 통해 산림녹화 및 보

호의 기술 및 경험을 개도국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개도국의 녹색성장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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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 우리나라

예산

2006-2013년 8년간 9억 
61백만 달러 지원 
(2008-2010년까지 3억 
97백만 달러 지원,

2012년 이후 28억 
50백만달러 지원예정)

2008-2015년 8년간 3억 
76백만 달러 
지원(2008-2010년까지 
2억 61백만달러 지원)

2007-2013년 7년간 2억 
23백만 달러 
지원(2007-2010년까지 
66백만 달러 지원,

2009-2012년 4년간 2억 
5백만 달러 
지원(2009-2010년까지 
2억 22백만달러 이상 
지원)

1995-2014년 20년간 
36억 94백만 달러 
지원
(2008년-2010년까지 약 
17억 69백만달러 지원)

2009년-2013년 5백만 
달러 (인도네시아 
탄소배출권 조림과 
REDD)

지원

유형

-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ICFI)가 
REDD+활동 주관 

- 국제기구와 
관리조직을 통한 
지원 선호

- 소수국가들(브라질, 인
도네시아, 탄자니아,

모잠비크)과의 양자 
협력을 통한 지원

- 대부분 직접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

-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ICI)가 주체
- 주로 양자 협력을 통
한 지원(대부분 직접 
지원금, 일부 보조금)

- 국가별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러 국가를 지원

- 여러 대륙 
개도국과의 오랜 
산림협력 체제 지속 
및 확대

-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IFCI)가 주체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선호

- 인접국가와의 
산림협력 체제 지속 
및 확대:

산림탄소파트너십 
체결을 맺은 
국가(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중심 
지원 (직접 지원금)

-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GCGI)와 USAID가 
REDD+활동에 대한 
자금 출연 및 주관

- 다양한 재원 
동원(직접 지원금)

- 여러 대륙 
개도국과의 오랜 
산림협력 체제 지속 
및 확대 

- 산림청,

경제무역산업부,

환경부, 외무부 등 
여러 부서의 참여 

- 개도국과의 오랜 산림
협력 체제 지속 및 확
대: 아시아지역 국가 
중심의 REDD+ 지원
(양자협력지원금의 
81%-융자금)

- 기술 및 방법론 개
발, 지도활동 촉진

- 산림청,
외교부(KOICA),
GGGI 등 여러 
정부기관의 참여

- 양자 협력을 통한 
지원 모색: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선지원

- 아시아개도국과의 
산림협력 체제 지속 
및 확대: 개도국의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글로벌 그린 
리더십 강화)

관점

- 국제기후체제에서 
REDD+ 체제 강화 
및 안정화

- 제도적 장치 및 역량 
구축에 초점

- REDD+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관 활용 
계획 없음

-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동이익 극대화
- 개도국의 역량 개발

- 탄소배출권 확보 
- 개도국의 역량 개발

- 저탄소 개발전략 
- REDD+

탄소배출권을 
국내탄소시장에서 
국제 상쇄크레딧으로 
인정 예정

- 기술 및 모니터링에 
초점

- 양자간 배출권 상호
인정 방식 구축 중

- REDD+

탄소배출권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달
성량에 활용할 계획

- 조기 감축을 위한 산
림탄소배출권 확보

- REDD+와 개도국의 
녹색성장 연계

[국가별 REDD+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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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도네시아 REDD+ 산림정책

인도네시아 REDD+ 산림정책분석은 주로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법문,

논문, 보고서, 관련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인도네시아 REDD+ 산

림정책 현황분석은 이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REDD+ 추진 전략 방안 설계과정에

서 활용될 것이다.

1. 인도네시아 산림정책의 흐름

○ 인도네시아 산림정책10)

인도네시아 산림부(MoF)는 25년 단위 장기 산림계획과 5년 단위 단기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불법 벌목 방지, 산불 방

지, 임업 기반 산업 재조정, 재조림, 산림자원 관리의 지방분권 등과 관련한 정책을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중 1999년 제정된 산림법 제40조 및 제43조의 산림복구 및 

재이용 규정에 근거하여 실행된 산림/토지 복구 운동(GERHAN) 정책을 통해 범국

민복구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과거 불법 벌채, 산림 개발 등으

로 인해 발생된 지역사회 문제 및 열대림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이후 2008년부터 ‘Green Movement'로 명명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주요 정책 목표 변화는 2004년 이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2000년대 초기 목재산업과 목재생산 중심에서 산림 보전 및 복원, 지역사회 개

발 등을 주목하게 되었고, 불법 벌채 및 거래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표 5-1).

[표 5-1]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주요 전략 변화 (2001년-2009년)11)

2001년 - 2004년 2004년-2009년
- 불법 벌채
- 목재산업 구조 조정
- 산불
- 목재림 개발
- 산림경영 지방 분권화 

- 불법 벌채 및 거래 방지
- 산림부문 (임업) 활성화
- 산림자원 보전 및 복원
- 산촌 지역사회 경제개발
- 산림지역 안정화

* 출처: Forest policies,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in Asia and the Pacific-Trends and emerging

needs for 2020 (FAO 2010)

10)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산림협력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산림청, 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보완함.

11) MoF. 2006. Strategic Plan of The Ministry of Forestry 2005-2009 (Revised). The Ministry of

Forestry of Indonesia, Jakarta, Augus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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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가 기후변화 행동 계획 (Indonesia National Action Plan Addressing

Climate Change 2007)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정부의 

산림 피복 증대 활동에 대해 감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

도록 하였으며, 산불 예방 및 방지, 지속가능한 이탄지 경영과 관련한 정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새로운 산림부 주요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산림 지역 

단위 수립, 산림 복원 및 수자원 함양기능 증대, 산림지/산불 관리, 생물다양성 보

존, 산림이용 및 임업 활성화, 산촌 지역주민 권한 강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산

림 관련 제도 강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동시에 2007년 인도네시아 산림기후연맹(IFCA)이 설립되면서 

산림 및 기후변화관련 문제를 다루는 법·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어 산림부는 

2008년에 REDD+에 관한 산림부 규정·제도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8년 12월 

REDD+ Demonstration Activity 이행에 관한 산림부령(P.68/Menhut-Ⅱ/2008)을 제

정하였다.12)

○ 인도네시아 REDD+ 진행상황

다음은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주요 REDD+ 준비활동 및 성과를 시기 순

으로 나타낸 것이다.

§ Indonesian Forest Climate Alliance (IFCA) 설립 (2007년 7월)

§ 세계은행의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FCPF) 도입 (2007년 11월)

§ 호주와 Forest Climate Partnership(IAFCP)체결 (2008년 6월)

§ 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DNPI) 설립 (2008년 7월)

§ REDD+ Demonstration Activity 이행에 관한 산림부령(P68/2008)제정 (2008

년 12월)

§ 호주와 Kalimantan Forest-Climate Partnership 양자협약 체결 (2009년 2월)

※ AUD 30백만

§ REDD+ 절차에 관한 산림부령(P30/2009) 제정 (2009년 5월)

§ REDD+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령(P36/2009) 제정 (2009년 5월)

§ Indonesia Climate Change Trust Fund 설립(ICCTF) (2009년 9월)

※ BAPPENAS(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 2020년까지 BAU13)대비 배출량 26~40% 감축 대통령선언 (2009년 9월)

12)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2011. Lessons for REDD+ from measures to control

illegal logging in Indonesia. Jakarta, Indonesia: CIFOR

13) BAU (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온실가
스 배출 추계치.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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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회의, 피츠버그(미국)

§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UN-REDD 프로그램 참여 합의 (2009년 10월)

※ 2012. 6까지 총 예산 USD 5.6백만

§ 2차 인도네시아 국가전략보고서(SNC) UNFCCC에 제출 (2009년 11월)

§ 호주와 Sumatra Forest Carbon Partnership 체결 (2010년 3월)

※ AUD 30백만

§ 인도네시아-노르웨이 투자의향서(LoI) 체결을 통해 REDD+ 파트너십 구축 (2010년 5월)

※ USD 1천만 

§ 제 1차 REDD+ 테스크포스 구성 (2010년 5월)

※ 2011. 6. 30 만료

§ FCPF와 UN-REDD와 함께 다자간 프로그램 시작 (2010년 8월)

§ REDD+ 국가전략 초안 작성 (2010년 9월)

§ UN-REDD 시범지역 선정 (2010년 10월)

※ 중부 술라웨시

§ 첫 번째 노르웨이 REDD+시범 사업지 선정 (2010년 12월)

※ 중부 칼리만탄

§ REDD+ 실행을 위한 안전장치(Safeguards) 에 관한 NGO 주도 워크숍 (2011

년 2월)

§ 천연림 및 이탄지에 대하여 2년간의 Moratorium 선언 (2011년 5월)

§ REDD+ 국가전략 최종안 발표 (2011년 8월)

[그림 5-1] 인도네시아 REDD+ 관련 사건의 연도별 진행도

*출처: Lessons for REDD+ from measures to control illegal logging in Indonesia (CIFO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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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IFCA 설립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본격적으로 이행 준비에 주력하였고

(Readiness Phase 2009-2012), 이 과정에서 REDD+ 기준선(Reference level) 설정, 모

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 개발, 인센티브 분배 체계 개발 등이 진행되었다.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2020년까지 BAU 대비 26%의 온실가스 감축 의사를 밝혔고, 국제적 지원의 조건 

하에서는 41%까지 감축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REDD+ 활동에 대한 인도네시아

의 빠른 추진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Forests Indonesia: Alternative Futures to

Meet Demands for Food, Fibre, Fuel and REDD+” 란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 번 REDD+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반영하여 

REDD+ 국가 전략이 마련되었으나, 관련 부처 간 명확한 지침의 통합이 이루어지

지 않는 등 세부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REDD+ 국가 전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2. 인도네시아 REDD+ 관련 법령 및 정책 

○ REDD+ Demonstration Activity 이행에 관한 산림부령(P68/2008)

인도네시아 REDD+ Demonstrations Activity 이행에 관한 산림부령은 2008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제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로

드맵(COP13 decisions)에 따라 REDD 시범활동(demonstration activities)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REDD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제도 및 

기술, 방법론의 개발에 REDD 시범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활동의 이행은 

REDD와 관련한 산림경영계획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시범활동은 

Partners의 지원 하에 Proponents에 의해 이행되며, 해당 Proponent와 Partner은 다

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Proponent: 정부, 산림목재 생산이용 라이센스 보유자, 산림이용/관리권자,

customary forest, 시범활동 이행과 관련한 산림경영단위의 장 

§ Partner: 정부, 국제 기관, 민간 단체, 시범활동 이행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

한 개인 

적용 및 승인 절차는 Proponent가 시범활동 계획을 포함한 지원서를 산림부 장관에

게 제출함으로써 진행이 되며, 계획에는 제안 지역에 대한 위치/현황 정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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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절차에 관한 산림부령(P30/2009)

Chapter Ⅰ: 정의

Chapter Ⅱ: 목적

Chapter Ⅲ: 실행 지역 및 이행 주체 

Chapter Ⅳ: REDD 이행 조건

각 실행 지역별로 조건을 달리하며, 주로 법적 서류 및 근거 자료가 요구됨 

Chapter Ⅴ: 적용, 검증, 승인 체계

지정된 REDD 위원회가 신청서 평가를 실시하며, 장관의 승인 후 90일 이내에 

REDD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Chapter Ⅵ: 이행 기간

REDD 수행 기간은 30년으로 정함

Chapter Ⅶ: 권한 및 의무

Post-2012 REDD Certificate 거래 가능하며, Emission Reference 수립 의무

Chapter Ⅷ: 배출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보고

Chapter Ⅸ: 검증 및 증명(Certification)

검증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REDD 위원회가 탄소배출감축 증명서(Carbon

Emission Reduction Certificates)를 발급함

Chapter Ⅹ: 인센티브 분배 및 Liability

Chapter XI: Transition

부록: REDD 추천 가이드라인, 사이트 선정 기준, 이행 계획 가이드라인, 적용 및 평

가 가이드라인, 이행/모니터링/보고 가이드라인, 검증활동 가이드라인

기간/형태, 활동 성과의 평가, 위험 관리 및 수입 분배 계획 등이 포함된다. 시범활

동의 최대 기간은 5년이다.

○ REDD+ 절차에 관한 산림부령(P30/2009)

2009년 5월 1일 제정된 REDD+ 절차에 관한 산림부령은 『REDD+ Demonstration

Activity 이행에 관한 산림부령(P68/2008)』을 보완하여 REDD+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산림 분류를 세분화하고 국가 및 국제 조직의 REDD 이행을 허용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REDD+ 활동을 산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산림감소 및 황폐화 발생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과 지역사회의 복

지 증진을 REDD+ 활동의 목적으로 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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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제목 비고

1 1999
The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41/1999 - Forestry

인도네시아 산림법

2 2007
National Action Plan Addressing
Climate Change

전략보고서

3 2008

Minister of Forestry Regulation No.
P.68/Menhut-Ⅱ/2008 - the
Implementation of Demonstration
Activities on REDD

REDD+ 시범 활동 이행에 

관한 산림부령

4 2008
Presidential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46/2008 - National
Council for Climate Change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관한 

규정

5 2009

Minister of Forestry Regulation No.
P.30/Menhut-Ⅱ/2009 - Reduction of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rocedure

REDD+ 절차에 관한 산림부령

6 2009

Ministry of Forestry Republic of
Indonesia Decree No.
P.36/Menhut-Ⅱ/2009 - Procedures for
Licensing of Commercial Utilisation of
Carbon Sequestration and/or Storage in
Production and Protected Forests

REDD+ 허가 절차에 관한 

산림부령

7 2009
Indonesia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UNFCCC

8 2009
Decree of Minister of Forestry No. SK.
13/Menhut-Ⅱ/2009 on Working-group
on climate change in the MoF

　

○ REDD+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령(P36/2009)

REDD+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령(P36/2009)은 REDD+ 절차에 관한 산림부령

(P30/2009) 제정 직후인 2009년 5월 22일에 제정되었다. 탄소 상쇄 및 탄소 저장 사

업을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환경 서비스 이용의 한 형태로 기술하고 있으며, 허가 

요청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 프로젝트 개발자는 생산림 관리자 또는 허가권 

소유자이며, 투자자는 매매, 산림자원 유지개발, 지역사회 역량개발 및 프로젝트 개

발 등의 활동을 한다.

본 규정에 따라 탄소 거래는 국내/국외 거래가 가능하다. 국제 시장에서 탄소거래 

평가 및 검증은 반드시 국내 컨설턴트 혹은 개별 국가 평가기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계획 시, 개발자는 정부 및 국가소유단체, 지역정부 소유 단체,

인도네시아 민간단체, 국내 NGOs와 공동 작업할 수 있으며, 국가 등록부(Badan

Registrasi Nasional) 또는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유효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탄소감축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최장 기간은 25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표 5-2] 인도네시아 산림 및 REDD+ 관련 주요 법·규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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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0
National REDD+ funding frameworks
and achieving REDD+ readiness -
findings from consultation

REDD+ 준비활동 및 자금 

체계

10 2010
Indonesia's GHG Abatement Cost
Curve 　

11 2010
Government Regulation No. 10/2010
concerning the procedure for changing
forest status and functions

　

12 2011

Instru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0/2011 -
Suspension of Granting of New
Licenses and Improvement of
Governance of Natural Primary Forest
and Peatland

13 2011 National Strategy REDD+(Final draft) 전략보고서(안)

구분 주요 내용

 1. 제도 및 절차 1-1 REDD+ Agency

○ National Action Plan addressing Climate Change (2007)

2007년 11월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국가 행동계획은 기후변화 관련 기존의 활동들

을 감축(완화) 활동과 적응 활동을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감축 및 적응 활동을 동

시에 고려한 것도 이와 구분된다. 또한 각각의 활동 노력을 ‘제도 개발/ 에너지/

LULUCF 부문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완화 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 정부의 

산림축적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산불 방지, 지속가능한 이

탄지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계획은 REDD 크레딧과 관련한 직

접적인 체계를 설명하는 대신 산림부문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현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REDD+ 국가전략(안) (2011년 8월 기준)

2010년 수립된 인도네시아의 REDD+ 국가전략(안) 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2011

년 8월 현재 기준 최종안(공청회용)이 마련된 상태이다. 본 전략(안)은 (1) LULUCF

부문(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화와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2) 탄소 축적 

증진, (3) 생물다양성 보존, (4)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기능 증진 등 네 가지 목표 

하에, 이의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5-3] 인도네시아 REDD+ 국가전략(안) (2011년 8월 기준)



38❘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1-2 자금 지원 제도 및 기관

1-3 MRV 시스템 및 관련 제도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2. 법률 및 규정 체계

2-1 토지소유권 검토 및 공간계획 촉진

2-2 법 집행 개선 및 부패 방지

2-3 산림 및 이탄지 라이센스 유예(2년)

2-4 산림 및 이탄지 관련 자료 개선 

2-5 인센티브 체계 

 3. 전략적 프로그램

3-1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 

  - 지속가능한 고용 확대

  - 산림관리단위(KPH)의 체계적 수립 

  - 산불 예방 및 관리

3-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제 체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강화

  - 농업생산성 증진

  - 친환경 광업  

  - 1,2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3-3 보전 및 복원

  - 보호지역 기능 강화

  - 산림 및 이탄지 보전 관리 

  - 이탄림 보존 및 복원

 4. 근로문화의 패러다임 

변화

4-1 산림부문 거버넌스 강화

4-2 지속가능 원칙의 지역 경제 강화

4-3 “Forest Rescue Indonesia” 국가 캠페인 

 5. 이해관계자

5-1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지방정부, 민간부문, NGOs 등)

5-2 사회적, 환경적 안전장치(safeguard) 마련

5-3 공정한 이익배분 추구

* 출처: Presidential Work Unit for Supervision and Control of Development (UKP-PPP)

본 전략(안) 중 ‘제도 및 절차 부문’에서는 일반적인 REDD+ 제도 체계를 국제협력 

거버넌스와 국가수준 및 지방수준의 거버넌스, REDD+ 프로젝트 이행 기관으로 구

분하고 있고, ‘법률 및 규정 체계 부문’에서 기존 산림법 및 공간계획 관련 법률 개

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REDD+ 정책 비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이미 산림청 산하에 산림협력센터(Korea-Indonesia Forest

Center, KIFC)를 설치함으로써 산림분야에 있어 양국의 협력체계 증진에 기여해왔

다 (그림 5-2). 따라서 두 국가의 REDD+ 전략 비교를 위해 앞서 살펴본 인도네시아

의 REDD+ 국가전략(안)에 기초하여 산림청에서 2011년 10월에 마련한 우리나라의 

REDD+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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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한-인니 산림협력 체계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REDD+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림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을 두고 아래와 같이 전략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

였다 (표 5-4). 이 대책은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부담 경

감과 ‘산림탄소 관련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그린리더십 강화’,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대책(2008년 

12월)’과 연계된 보다 구체적 추진계획이라 볼 수 있다.

[표 5-4] 우리나라 REDD+ 종합대책(2012-2016)

전략(3) 실천과제(11)

 1. REDD+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

1-1 국제협상에서 산림부문 기여 극대화

1-2 기후변화협상 주도 국가와 연계 대응

1-3 REDD+ 잠재력 상위 국가와 협력체계 강화

 2. REDD+ 국내

   이행기반 구축

2-1 REDD+ 이행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2-2 산림탄소 거래기반 구축

2-3 국내 REDD+ 시범사업 추진

2-4 제도․재정․기술 기반 확립

 3. REDD+ 국외

   사업 이행

3-1 REDD+ 이행 대상지 확보

3-2 REDD+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3-3 개도국 REDD+ 사업 추진

3-4 민간부문 투자 및 시장참여 촉진

* 출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REDD+ 종합대책 (2012~2016) (산림청, 2011)



40❘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인도네시아 전략 주요 내용 우리나라 REDD+ 종합대책

 1. 제도 및 절차

1-1 REDD+ Agency
2-1 REDD+ 이행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1-2 자금 지원 제도 및 기관

2-4 제도·재정·기술 기반 확립1-3 MRV 시스템 및 관련 제도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2. 법률 및 규정 

체계

2-1 토지소유권 검토 및 공간계획 촉진
3-2 REDD+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2 법 집행 개선 및 부패 방지

2-3 산림 및 이탄지 라이센스 유예(2년)

2-4 산림 및 이탄지 관련 자료 개선 

2-5 인센티브 체계 
3-2 REDD+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3. 전략적 

프로그램

3-1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 

  - 지속가능한 고용 확대

  - 산림관리단위(KPH)의 체계적 수립 

  - 산불 예방 및 관리

우리나라의 REDD+ 종합대책은 기후변화협약에 있어 다자간체제로부터 양자체제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적기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의 REDD+ 이행 기반 구축

과 REDD+ 잠재력이 높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대책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잠재력이 높은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로서,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핵심국가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별로 확대’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국가 전략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구

축’을 실천과제로 채택하여 이를 통한 환경적·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과 REDD+로부

터 발생되는 이익 공유를 강조한다. 공여국으로서 다른점은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산림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사례로서 개도국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

음의 표 5-5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REDD+ 전략을 비교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여국의 성격상 개도국의 REDD+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원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REDD+ 종합대책에서는 ‘REDD+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재정·기술 기반 확립’, ‘REDD+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민간부

문 투자 및 시장참여 촉진’ 등의 세부 과제가 인도네시아 REDD+ 국가전략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DD+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REDD+

전담 총괄기구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REDD+ 조직 구성을 

위한 기본적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5] 인도네시아 REDD+ 국가전략(안) 및 우리나라 REDD+ 종합대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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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제 체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강화

  - 농업생산성 증진

  - 친환경 광업  

  - 1,2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3-3 보전 및 복원

  - 보호지역 기능 강화

  - 산림 및 이탄지 보전 관리 

  - 이탄림 보존 및 복원

 4. 문화적 

패러다임 변화

4-1 산림부문 거버넌스 강화
3-2 REDD+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2 지속가능 원칙의 지역 경제 강화  

4-3 “Forest Rescue Indonesia” 국가 

캠페인 

 5. 이해관계자

5-1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지방정부, 민간부문, NGOs 등)

3-4 민간부문 투자 및 시장참여 

촉진

5-2 사회적, 환경적 안전장치(safeguard) 

마련
3-2 REDD+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5-3 공정한 이익배분 추구

3. 인도네시아 REDD+ 관련 조직

인도네시아의 REDD+에 관한 책임은 산림부에 우선적으로 있지만, 기후변화대책위

원회 및 산림부, 환경부 등이 협력하여 REDD+ 자금 체계 및 기후변화 정책과 관

련하여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5-3).

본 절에서는 REDD+ 활동에 관련한 조직들 중 주로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를 

파악하였다.

○ 기후변화대책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limate Change, DNPI)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국제적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 강화를 

위해 2008년 7월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관한 규정

(No.46/2008)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전략,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수립

§ 기후변화 적응, 완화, 기술이전 및 자금과 관련한 활동

§ 탄소거래 체계 수립

§ 기후변화 관련 정책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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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인도네시아 REDD+ 관련 조직 체계도(현재 및 향후 예상 체계도)

* 출처: Report for the Conservation Finance Alliance: National REDD+ funding frameworks and

achieving REDD+ readiness(PricewaterhouseCoopers LLP. 2010)

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며, 재정부, 내무부, 외무부, 산림부, 농

무부, 산업부 등 각 관련부처의 장관이 주 구성원이다. 또한 해당 정부 부처 및 전

문가로 구성된 Working Units의 지원을 받아 적응, 완화, 기술이전, 자금, Post

2012, 산림 및 토지이용전환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 산림부

산림부는 인도네시아의 REDD+를 관할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림부 산하의 연구개발

청(FORDA)이 2007년 인도네시아 산림기후연합(IFCA)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또한 

2009년 기후변화 Working Group에 대한 산림부령(No. SK.13/Menhut-Ⅱ/2009)을 제

정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산림부 정책, 전략, 프로그램 및 활동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 BAPPENAS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인도네시아 BAPPENAS(국가개발계획청)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 전략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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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로드맵 제시, 자금 및 재정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후변화 관련 문제

는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소관이며, 기후변화 분야별 로드맵은 환경국장이 수행한다.

○ 환경부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1990년 기후변화국가위원회 설립 이후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

련한 주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인도네시아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법(law

no. 32/2009)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오존층 

보호와 같은 활동을 환경부에서 주관한다.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국가 시

스템 개발 중에 있다.

○ 인도네시아 산림기후연맹(Indonesia Forest Climate Alliance, IFCA)

2007년 7월 산림부에서 설립하였으며, UK, 호주, 독일, 세계은행 (World Bank)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REDD 방법론 및 체계,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FCA에

서 진행하는 연구는 ‘탄소 축적 및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자료 분석,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요인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REDD payments 관리에 

관한 체계 연구, 법적, 정책적 구조 분석’ 등이 포함 된다 (IFCA 2007). 2007년 발간

된 ‘인도네시아 REDD'14)는 향후 REDD+ 전략 수립의 기초 분석 틀을 마련해 주었

다.

○ Planned National REDD Working Group

산림부 산하의 REDD Working Group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메커니즘 및 탄소 자금

의 개발, 이행을 지원하여 산림황폐화 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는 탄소 측정 방법 및 국가적/지역적 탄소 배출 감축 

시나리오, 산림 탄소를 위한 공적/민간 자금, 또한 자금 관리 및 분배 체계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 Sub-national governments15)

인도네시아의 중앙 정부와 하위 정부간 REDD+ 에 대한 대화는 대부분 공식 매체 

(공공 컨설팅, 워크숍, 심포지움, 세미나 등)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들 간의 양자 

14) IFCA 2007. REDDI: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in Indonesia. REDD 

methodology and strategies: Summary for policy makers

15) IGES 2010. Developing National REDD-plus Systems: Progress, Challenges and Ways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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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원
재정 현황

(100만 달러)

잠정 금액

(100만 달러)

Post2012

(100만 달러)

지원

유형*
세부 사항

2010년 현재 2010~2012 2012년 이후

주 정부 
1500

(2009)
1140

820

(2013-2014)
-

생산림 및 보존림, 보호림 

관리, 개간 산지 복원, 지역 

개발, 산림경계 강화, 

산림경영단위 수립

FCPF - 3.6 - 1, 2

- 분석 작업: 산림황폐화 및 

감소 원인 파악

- 준비 단계 관리: 규정 및 

제도 마련, 역량 구축, 

커뮤니케이션 및 원조 활동

- REL 및 MRV 시스템 구축 

관련 활동

- 새로운 시범 활동의 촉진 

개발: 지역수준의 REDD 

체계 설정 및 베이스라인 

자료 구축 등

FIP 
- 80 -

2, 

4(일부)

-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한 산림황폐화 및 감소 

요인 파악

- 배출 감축 성과 중심 지급 

방식 촉진

- “투자전략” 개발 초기 단계

UN-

REDD

프로그램

5.6 - - 2, 3

- MRV 시스템에 연계한 지급 

및 분배 방식 개발, 검증

- 원주민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회담은 대개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 및 하

위 정부 간 REDD+에 관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인도네시아 REDD+ 자금 흐름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관련부처 및 국가 기후변화대책위원회(DNPI)와 협력하여 국

내 REDD+ 정책을 관리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REDD+ 준비 전략 단계

를 수행해왔다. 준비 단계인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REDD+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시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NGOs

단체 또한 post-2012 규제 시장의 전망 하에서 자발적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은 인도네시아의 REDD+ 관련 재정 현황이다 (표 5-6).

[표 5-6]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 REDD+ 관련 재정 현황 (2010년 기준)



제5장 인도네시아 REDD+ 산림정책❘45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커뮤니케이션

- 시범 활동

호주 6.5 2.7 - 1, 2

- 2007년 인도네시아 

산림기후연합(IFCA)의 

REDD 관련 정책 마련 지원 

12.2 15.4 - 3

- Kalimantan Forests and 

Climate Partnership. 

- 중부 칼리만탄의 REDD 

시범 사업: 호주 정부와 

협약, 12만 ha

- 27.6 - 3

- Sumatra Forest Carbon 

Partnership.

- Jambi 주에 위치한 REDD 

시범활동: 2010년 3월 호주 

및 인도네시아 정부 합의 및 

공동 발표

- 연도별 자금 분배 

미정임(2013년 까지 연장 가능)

독일 15
15

(2013-2015)
2, 3

- 국가 수준의 REDD 전략 

준비 및 이행 체계 촉진

- 지방수준의 REL 및 MRV 

시스템 수립 

- MRV 시스템 및 지방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 관련 제도 연계

- REDD 인센티브 분배 체계 

개발 촉진 

The

Nature

Conser

vancy

5 3

- Berau 지역 수준의 산림 

탄소 프로그램 개발

- 지방수준의 REL/RL 수립 및 

MRV 시스템 개발, 

국가수준과의 연계

ITTO
0.6

(2010-2012)

0.3

(2013)
3

- 산림황폐화 및 감소로부터의 

배출 감축을 위한 열대림 

보전, 탄소축적 증진 협력 

-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Meru 

Betiri 국립공원 지역 주민의 

발전 도모

기타 

재원
** ** **

- 워크숍 및 교육,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인식 증진 및 역량 강화 

- 베이스라인 관련 자료 수집***

* 지원 유형 구분:
Category 1: 협의를 포함한 REDD+ 국가 전략 및 행동 계획 개발.
Category 2: MRV 시스템 개발 및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REDD+ 국가전략 및 역량 구축 활동의 이행.
Category 3: 시범 활동.
Category 4: 배출 감축에 대한 성과 중심 지불 방식.

** 국가 수준 기록 부재
*** 대부분 NGOs 에 의해 수행되며, 활동이 분산되어 관리가 어려움.

※ 출처: REDD+ Survey: Indonesia. (Voluntary REDD+ Database. 2011)



46❘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Voluntary REDD+ Database에서 제공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위 재정원들 중 주 정

부를 제외하고는 Forest Investment Programme (FIP) 의 2010년-2012년 투자가  80

백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며, 이는 주로 현재의 ‘준비 단계(2009-2012)' 활

동에 대한 투자이다. 본 설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준비 단계 활동을 위해 필요

한 자금을 REL/RL 수립 및 MRV 시스템 개발, 제도 개발 등의 방법론적 측면에는 

19 백만 달러, 산림황폐화 및 감소 요인과 관련해서는 4백만 달러로 기술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인도네시아의 산림부령(P.68, P.30, P.36) 에서는 REDD+에 관한 전반적

인 법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법령들 내에서도 몇 가지 주요 문제점들이 

미해결된 상태이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인도네시아 재정부, 산림부에서는 이 문

제들 중 특히 이득 분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왔다. 최근 UN-REDD

Programme의 2011년 중간보고 내용에 따르면, Fore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FORDA) 및 재정부, UN-REDD Programme Indonesia 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다자 및 양자체제의 재정 메커니즘을 검토 중이다.16) 이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지불 시스템 분석 및 현 시스템의 장단점 분석을 포함하는 ‘지

불 메커니즘’과 현재 인도네시아의 자금 메커니즘 자료 수집을 위한 ‘자금 메커니

즘’ 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와 Kalimantan Forests and Climate Partnership

(KFCP-AUSAID), Forest Investment Program (FIP) 등의 이니셔티브와 협의 하에 

전체 REDD+ 지불 체계를 설계할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인도네시아 

REDD+의 지불 체계 이해를 위해 위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 UN-REDD 2011. Indonesia Semi Annual Report 2011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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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전략

전략적 의사결정 기법인 ACTIFELD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 사

업 추진전략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도하였다.

1. 전략적 질문 상정(A단계)

인도네시아는 약 9천4백4십만 ha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림면

적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91만 4천 ha 감소하였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49만 8천 ha 감소하였다(FAO, 2011: 113). 지난 20년간 산림 전체면적의 약 

2.5%(약 241만 ha)가 전용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팜오일 

농장을 산림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산림면적 감소량은 줄어들었지만 생물다양성과 

산림의 건전성 등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산림

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것, 즉 REDD+ 사업은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산

림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외적으로 개도국의 녹색성장

을 지원하고 선도함으로써 개도국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온실가

스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을 시도하고 조기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인 244백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REDD+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

추고자 아래와 같은 전략적 질문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인 인도네시아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지향하

고, 산림전용방지·산림관리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위 질문은 아래와 같은 전략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 전략의 의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동반성장 

§ 목표 시기: 2020년 까지 

§ 문제 해결 방법: 산림전용방지·산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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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내용: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2. REDD+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규명(C단계)

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요

인을 선정하고, 각 요인에 대한 수준을 구분하여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기존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REDD+사업 추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추출하였다.

Geist and Lambin(2002)에 따르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는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

서 경제, 제도, 정치, 자연, 사회 인자들의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다(그림 

6-1).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활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이를 REDD+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는데 참고하

였다.

[그림 6-1]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기타

∎환경요인 

(토양의 질, 지형 등)

∎생물리학적 요인

(산불, 가뭄, 홍수,

병충해)

∎사회적 사건 

(전쟁, 혁명, 경제 위기,

정책 급변)

인구통계 요인

∎자연증가 

(출생, 사망)

∎이주

∎인구분호

∎인구밀도

경제요인

∎시장성장, 영리화 

∎경제구조

∎산업화, 도시화

∎경제 변수 

(가격 상승)

기술요인

∎농업기술변화

∎임업기술

∎농업생산성

정치/제도 요인

∎정책 (경제 개발)

∎정치 환경 

(부패, 부실)

∎소유권

문화 요인

∎ 태도, 가치,

신념 

(산림에 대한 관심)

∎개인, 가계 행태

사회기반시설구축

∎교통 (도로, 철도)

∎시장 (제재소)

∎주택 (도시, 농촌)

∎공공서비스

(수로, 전선, 위생)

∎ 개인 회사 

(발전, 광산, 석유)

농업의 팽창

∎대소규모 농경

∎이동경작

(화전)

∎목축

∎식민화  

(이주, 정착)

목재이용

∎상업적 이용

∎연료

∎건축재

∎목탄

*출처: Geist and Lambin, 20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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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et al. (2006)의 Policy Arrangement Approach(이하 PAA)에 의하면 환경 정책

은 4개의 차원(행위자, 규칙, 자원/권력, 담론)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그림 

6-2). PAA를 적용하면 REDD+에 관한 정책 담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그

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기술, 지식, 예산 등), REDD+ 관련 공식적 법률 및 비공

식적 규칙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 6-2] 정책 구조  

본 연구에서는 Geist and Lambin(2002)이 제시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근본적 

요인(경제, 기술, 제도)과 Liefferink(2006)가 제시한 정책 구조(행위자, 규칙, 자원/권

력, 담론)를 바탕으로 REDD+ 추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제도, 기술, 경제,

이해관계자로 구분하고 각 부문에 대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표 6-1). ‘제도’는 

REDD+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으로서 양국의 관련 법률 및 국가전략, 국

제기후변화협상결과 등을 포함한다. ‘기술’은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전통산림지식 및 산림경영기술은 인도네시아

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산림탄소 측정, 보고, 검증(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이하 MRV) 기술은 REDD+ 사업 실행을 위한 기본적

인 기술이다(Herold and Skutsch, 2009: Fry, 2011). ‘경제’는 시장 동향과 사업에 대

한 재정을 포함한다. 탄소시장과 목재시장의 동향은 산림탄소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을 위한 재정(Johns et al., 2008)은 REDD+ 사업의 시작

과 지속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소득(Lawlor et

al., 2010: Caplow et al., 2011)은 지역주민이 REDD+사업에 참여하는 주요한 동기

이고 REDD+ 사업이 추구해야 할 기대성과이다. ‘이해관계자’는 정부기관, 기업, 민

간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함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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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RED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과 국제기관은 인도네시아 REDD+ 사

업 실행과정에서 경쟁자이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각 부문과 세부항목의 관

계를 지도로 표현하면 그림 6-3과 같다. 이와 같은 요인은 다음 단계에서 REDD+

사업의 기회, 위협, 강점, 약점을 추출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표 6-1] REDD+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과 수준

부문 수준

제도 관련 법률, 행정시스템, 국제협상, 국가전략방안

기술
MRV 기술, 산림경영 및 관리 기술, 전통임업기술

(예: 혼농임업)

경제 국내외 탄소배출권시장, 목재시장, 재정, 지역사회 소득

이해관계자

국내기관-한국정부기관, 기업

REDD+ 사업 추진국, 국제기관

인도네시아 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그림 6-3] 인도네시아 REDD+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과 수준

3. 시나리오 구성(T단계)

본 단계에서는 전략적 선택의 단계로 시나리오를 통한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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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배출권거래제법이 제

정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산림사업

을 통한 탄소배출권이 인정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2011년 10월 산림

청은 ‘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계획’을 보완하는 action plan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종합대책 (2012-2016년)(이하 REDD+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REDD+ 종합대책은 우리나라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구

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내세우고,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①산림탄소배출

권 확보, ②산림탄소 관련 산업 육성, ③주요 아세안 회원국 투자를 통한 글로벌 리

더십 강화, ④산림탄소배출권 확보기반구축. REDD+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

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의 REDD+사업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최초의 REDD+ 사

업으로서 이후에 다른 국가에서 시행될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REDD+ 종합대책을 맥

락을 따르면서, 인도네시아 사례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인도네시아 

REDD+ 사업전략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 인도네시아 REDD+사업 실행을 위한 국내외 기술 및 제도 개발 (산림탄소배출

권 확보기반구축)

§ 인도네시아 REDD+사업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량 증대 (산림탄소 

관련 산업 육성)

§ 인도네시아 REDD+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및 타국가, 국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문화, 전통,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기반구축)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나리오(2012년 - 2020년)를 2단계로 구축하였다.

제1단계(2012-2016년)는 정부중심전략으로 정부가 REDD+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제2단계(2017-2020년)는 기업중심전략으로 정부도 

REDD+사업을 추진하면서 REDD+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점차 확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제1단계인 정부중심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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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양자 협력을 통해 REDD+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이 REDD+사업에 진출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후, ‘기업+정부+인도네시아 파트너 3자 콘소시엄’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따른다.

[그림 6-4] 인도네시아 REDD+전략 시나리오 

4. TOWS분석을 통해 실행가능한 전략 확인(I단계)

전문가 의견과 문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REDD+ 사업에 대한 위협, 기회, 강점,

약점을 추출하였다(표 6-2). 경제 분야에서 탄소시장의 불확실성(Fuss et al., 2008)과 

의무감축국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의 불안정성(Johns et al., 2008)이 

REDD+ 사업을 위협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국제적 REDD+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관료의 부패와 불명확한 

토지소유권으로 인해 사업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REDD+ 사업은 산림의 탄소흡수 및 산림보호 기능을 확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산림탄소배출권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kutsch and

McCall, 2010). 또한 REDD+ 사업은 양국의 산림부문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REDD+ 체제는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의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산림 거버넌스(Smouts, 2008)의 형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REDD+ 사업을 통해 산림⋅에너지⋅농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상호 협력관계가 강화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REDD+ 사업 대상지로 선호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관료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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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위협

T1 탄소시장의 불확실성 

T2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부족 

T3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T4 재정의 불안정성 

T5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

외부적 기회

O1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O2 국가간 파트너십 형성 

O3 산림부문의 성장(산림기술개발, 예산 확대)

O4 탄소흡수 및 산림보호 기능 확대 

O5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 

O6 다양한 부문간의 협력

O7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와의 연계

O8 지역사회의 발전

내부적 약점

W1 인도네시아 관료의 부패 

W2 여성 및 취약 집단의 낮은 참여 

W3 인도네시아의 높은 산림전용율 

W4 인도네시아의 불명확한 산림소유권 제도

W5 산림사업에 대한 기업의 낮은 참여

W6 REDD+ 관련 지식 및 현장전문가 부족

W7 REDD+에 대한 인식 부족

내부적 강점

S1 한-인니 간 오랜 산림협력관계 

S2 국제산림기관 운영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S3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 

S4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행정 

S5 기후변화 및 REDD+ 국가전략 및 정책 수립 

S6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전통 
지식 및 경험 

S7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

(Tacconi et al., 2009), 여성 및 취약 집단의 낮은 참여, 불명확한 산림소유권 제도

(Larson, 2011)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높은 산림전용율(Cerbu et al., 2011)은 

REDD+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산림전용을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

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REDD+ 체제가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

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에서 REDD+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업의 참여율이 

낮으며, REDD+ 관련 전문지식 및 현장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러나 양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랜 산

림협력 관계(산림청, 2010)를 구축해왔고, 국제산림기구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REDD+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

는 산림녹화(Bae et al., 2012),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실행의 경험은 인도네시아 

REDD+ 전략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REDD+ 사업은 지역단위에서 실행되

므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행정과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지역사회의 (전

통)지식 및 경험(Danielsen et al., 2011)은 REDD+ 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소중

한 자원이다.

[표 6-2] REDD+ 전략에 대한 TOWS 분석결과



54❘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위협과 기회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강점과 약점을 반영하는 TOWS분석을 통

해 아래와 같이 총14개의 전략을 수립하였다(표 6-3).

① 민간부문 참여 기회 유도(W5, T2, T4, O1, O5)

RED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상에 따라 국제적 REDD+ 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REDD+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은 확보되지 못했다. REDD+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REDD+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다면, REDD+ 사업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탄소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REDD+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REDD+ 사업에 참여하여 그들의 재정,

기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기업과 공동으로 

REDD+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이 REDD+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기업 참여 확대는 궁극적으로 REDD+ 재정의 불안정성

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 - 민간기업의 재정 

및 기술 자원 활용

②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W1, W2, W4, T3, O6)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의 부패는 정부기관의 REDD+ 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불명확한 토지소유권으로 인해 산림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REDD+사업과정에서 그들의 산림자원 이용권을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REDD+ 사업 현지 관계자들(정부기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관련 정보

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

이다. REDD+ 사업 전과정을 공개하고 실행과정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함으로써 지

속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정부 관료의 부패를 줄이고, 여성 및 취약 

집단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 산림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

이다. 또한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REDD+ 사

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산림부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농업, 경제, 에너지 등 다

양한 부문의 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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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여성 및 취약집단의 참여)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③ REDD+에 대한 국내 홍보 강화(W5, W7, T2, S5)

REDD+ 체제가 도입되면서 REDD+ 사업에 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국내에서 이루

어지지 못했다. REDD+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탄소시장의 불안정성, 불명확성으

로 인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REDD+에 대한 

국내 홍보가 필요하다. REDD+ 체제에 대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REDD+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설명회, 홍보자료(홈페이지, 브로셔)를 통해 REDD+에 대한 인식 확대에 힘써

야 할 것이다.

§ REDD+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④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W4, T5, O2, O3)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은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

다. 생물환경적 요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업 수용 여부 또한 대상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REDD+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

아 현지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REDD+ 대

상지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력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

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 및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산림기술의 발전에 기

여할 것이다.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⑤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형성 (W6, T3, O2)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위협 요인을 안

고 있다. 따라서 REDD+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다

양한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반복적인 정보 및 의견 

공유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는 한-인니 산림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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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⑥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W4, T5, O1, O8)

REDD+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산림탄소

배출권을 통한 이익의 분배이다. 지역주민, 지방정부,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산림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익 분배에 

대한 협의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REDD+ 사업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도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의안 구성

⑦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W3, O4, S6, S7) ⑪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 연계

REDD+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이 필

요하다. 기초자료로서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와 문화 정보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전통산림지식과 지

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 우리나라 산림녹화기술 및 경험을 연계하여 REDD+ 산림

탄소배출권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REDD+ 사업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REDD+ 표준 방법론 개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REDD+ 표준 방법론 개발

§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의 연계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⑧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W6, O3) & ⑨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W3, S1, S7, O2)

REDD+ 체제의 도입기의 특성상 REDD+ 관련 국내외 전문가가 부족하다. 인도네시

아 RED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생

태,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기술 수준을 갖춘 인력자원이 필요하

다. 따라서 MRV, 환경 및 사회영향평가, 통합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문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REDD+에 관한 장, 단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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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증가함으로써 산림부문이 보다 성장할 수 있

을 것이다.

REDD+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술 및 경험을 인도네시아 전

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오랜 한-인니 산림협력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기술 및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었지만 REDD+ 사업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

로 산림녹화기술 및 정책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REDD+ 사

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인니 산림협력관계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⑩ REDD+ 전문조직 구성(W6, O3, S2, S5)

REDD+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준비 및 실행을 위

해서는 REDD+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조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REDD+ 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REDD+ 총괄기구(REDD+ 센

터)’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한-

인니 산림협력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현존하는 산림관련 국제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관련 부서의 조직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

성된다면 다양한 부문의 기능 및 역할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REDD+에 관한 전담기관 조직

§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⑫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T2, S4, O2, O5)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대해서 국가 간 협상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실행사업

은 지방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의 협

력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향후 인도네시아 REDD+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

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자발적 협약과 같은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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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

⑬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S1, S2, O2, O7)

우리나라 산림청은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2011년에 설립된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의 운영은 양국의 산림협력관계 강화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전략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과 국제기구와 관련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가치있는 활동이다. 아직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지 

못하고 각 사업담당기관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도

적으로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주최함으로써 새로운 

REDD+ 체제에 적응하고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산림인증, 산림법률, 거버넌스 및 무역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

스 체제와의 연계하여 국제산림정책의 흐름을 따르면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기

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워크숍 개최)

§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REDD+사업과 산림인증,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와의 연계

⑭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S3, S7, O3, O6)

REDD+사업에 대한 전략은 국가 기후변화 전략의 틀에서 구성된다. 또한 REDD+사

업은 산림보호 및 육성부문과 경제, 사회, 에너지부문이 긴밀히 연결된 구조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산림녹화정책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낮은 경제수준을 가진 사회에서 

산림보호 및 녹화정책은 에너지, 식량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REDD+사업에 

관한 전략은 저탄소 정책과 녹색성장정책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

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조직(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은 산림녹화를 성

공적으로  및 낸 개도국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정부가 REDD+ 정책

을 포함한 국가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GGGI는 

동부 칼리만탄의 녹색성장 계획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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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사업은 산림, 에너지, 식량,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실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여러 정부기관의 협력이 요

구된다.

§ REDD+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역 녹색성장계획 수립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관련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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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TOWS(위협, 기회, 약점, 강점) 분석법에 의한 실행전략(안)

위협(Threat)

T1 탄소시장의 불확실성 

T2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부족 

T3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T4 재정의 불안정성 

T5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 

기회(Opportunity)

O1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O2 국가간 파트너십 형성 

O3 산림부문의 성장(산림기술개발, 예산 확대)

O4 탄소흡수 및 산림보호 기능 확대 

O5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 

O6 다양한 부문간의 협력

O7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와의 연계

O8 지역사회의 발전

약점(Weakness)

W1 인도네시아 관료의 부패 

W2 여성 및 취약 집단의 낮은 참여 

W3 인도네시아의 높은 산림전용율 

W4 인도네시아의 불명확한 산림소유권 제도

W5 산림사업에 대한 기업의 낮은 참여

W6 REDD+ 관련 지식 및 현장전문가 부족

W7 REDD+에 대한 인식 부족

① 민간부문 참여 기회 유도(W5, T2, T4, O1, O5)

②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W1, W2, W4, T3, O6)

③ REDD+에 대한 국내 홍보 강화(W5, W7, T2,

S5)

④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
력(W4, T5, O2, O3)

⑤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형성 (W6, T3,

O2)

⑥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대한 협의(W4, T5,

O1, O8)

⑦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W3, O4,
S6, S7)

⑧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W3, S1,
S7, O2)

⑨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W6, O3)

⑩ REDD+ 전문조직 구성(W6, O3, S2, S5)

강점(Strength)

S1 한-인니 간 오랜 산림협력관계 

S2 국제산림기관 운영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S3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 

S4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행정 

S5 기후변화 및 REDD+ 국가전략 및 정책 수립 

S6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전통 지식 및 경험 

S7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

⑪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사업과의 연계 (T1,
S6, O1, O4)

⑫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체계 구축(T2, S4, O2, O5)

⑬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개도국&
선진국(S1, S2, O2, O7)

⑭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S3, S7, O3, 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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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 모색 (F단계)

REDD+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REDD+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관련 기술의 개발, 제도 및 경제 기반 구축,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확대 등의 활동 수준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을 갖춘 

조직을 중심으로 REDD+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 제4장에서 기

술한 선진국의 REDD+ 전략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노르웨이의 Internati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독일의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호주의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미국의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를 설립하여, 기구를 중심으로 RED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는 호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

율성부와 호주국제개발청에 의해 운영되고, 독일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의 

재정은 독일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 안전부가 맡고 있다.

REDD+는 환경, 에너지, 산림, 농업 등 다양한 부문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 부

처들의 협력을 통해 REDD+ 전문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

부와 국제협력관련부서가 주도적으로 REDD+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담당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REDD+ 사업의 내용부문은 산림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관련 정부기관인 ‘산림청’이 REDD+에 관한 내용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산림행정 및 관리에 대한 기술,

인력, 재원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산림녹화성공

의 경험(Noronha, 1981; Brown, 2008)은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전략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축적된 우호적 산림협력관계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산림청 REDD+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림청은 REDD+ 이행을 위한 조직 보강방안으로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

고(1과 22명 → 국제협력관 및 3과 36명), REDD+ 총괄기구(“REDD+ 센터”)를 신설

할 계획이다. REDD+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1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REDD+ 총괄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부

문별 이행기구와 협력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존하는 기관들은 REDD+ 센터 운영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1년 

자카르타에 설립된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KIFC)’는 양국 간 협력관계를 보

다 강화시키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있는 기관이다. KIFC는 REDD+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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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협력사무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이 설립한 산림협력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다

른 개도국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은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

응 및 해외산림환경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국제산림사업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사업단은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실행하는 데 구체적인 정보와 현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은 한국-인도네시아 국제산림협력이므로 국제협력 전문기

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09년부터 KOICA는 산림청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AR CDM사업 

및 RED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DD+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

림전문기관인 산림청과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 체계의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가 정책의 비전으로서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고, 2010년 

6월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이하 GGGI)를 설립하였다. GGGI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GGGI는 인도네시아 녹색성장계획 설계를 지원

하였고, 인도네시아 REDD+사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의 산림녹화계획이 경제개발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었듯이, 인도네시아 REDD+ 전략

도 국가 경제성장을 고려한 통합 정책(integrated policies)이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

과 GGGI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GGGI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 도모를 기

관의 주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민간기업의 REDD+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GGGI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DD+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REDD+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REDD+ 교육 프로

그램 개설 및 운영을 위해서 REDD+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산림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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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여러 대학교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개도국 산림자원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국제 워크숍, 전문

가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

는 인도네시아 대학(보골농과대학, 가자마자대학)과 산림연구기관(인도네시아 산림

부 산림연구청)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REDD+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면 정보 공유 

및 기술 개발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내에 ‘한-인니 

REDD+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어느 기관보다도 대

학은 산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제시한 각 기관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6-5와 같다.

[그림 6-5]  REDD+ 정책 실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구조

6. 전략의 중요도와 자원의 보유수준 분석(E단계)

본 단계에서는 전략의 중요도와 자원의 보유수준을 파악하였다. 전략의 시기별 중

요도와 자원 보유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략 추진 기간(2012-2016년)을 초기

(2012-2013년), 중기(2014-2015년), 말기(2016년)로 구분하였다. 각 전략의 시기별 중

요도(표 6-4)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략에 대한 중요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2016년에는 모든 전략의 중요도 수준이 3.6점 이상으로 높았다. 따



64❘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전략내용

중요도

2012

-2013년

2014

-2015년
2016년

제도

①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유도

§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REDD+ 사업 준비 및 실

행 - 민간기업의 재정 및 기술 자원 활용

2.4
3.8

(1.4)

4.2

(0.4)

⑫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

2.4
3.8

(1.4)

4.2

(0.4)

③ REDD+에 대한 국내기업 홍보 강화

§ REDD+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2.6

3.2

(0.6)

3.6

(0.4)

⑩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 REDD+ 사업 전담기관 개설 2.8
3.6

(0.8)

3.6

(0)

§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3.2

3.8

(0.6)

3.8

(0)

⑬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

§ REDD+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
3.4

4

(0.6)

3.6

(-0.4)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관련 예산 확보 3.4
3.8

(0.4)

4.2

(0.4)

⑭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워크

숍 개최)
3.4

3.8

(0.4)

4.2

(0.4)

§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3
3.6

(0.6)

3.8

(0.2)

지식 및 기술

⑦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 & ⑪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 연계

§ REDD+ 표준 방법론 개발 3.4
4.4

(1.0)

4.8

(0.4)

[표6-4] 전략의 시기별 중요도

라서 각 전략은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2012년 

REDD+ 전략 실행을 위한 자원보유수준이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만, 점차 보유수준이 양호한 상태로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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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의 연계 3.2
4

(0.8)

4.2

(0.2)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4

4.2

(0.8)

4.2

(0)

§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2.6
3.4

(0.8)

3.6

(0.2)

④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공

동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3.8
4.4

(0.6)

4.4

(0.0)

⑧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6
4.4

(0.8)

4.4

(0.0)

⑨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

§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3.8

(0.8)

3.6

(0.2)

이해관계자3

②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

§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3
3.6

(0.6)

4

(0.4)

§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여성 및 취약집단의 

참여)
3.2

3.6

(0.4)

4

(0.4)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계자들 간 정보 공유 3
2.2

(-0.8)

4

(1.8)

⑥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

§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의

안 구성 

3
3.6

(0.6)

3.8

(0.2)

⑤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4

4.6

(0.6)

4.8

(0.2)

* 전략의 중요도: (1)매우중요하지 않음  (2)중요하지 않음  (3)보통  (4)중요함  (5)매우 중요함   

()안의 값은 전 시기와의 중요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임.

전략의 초기 단계인 201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략은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REDD+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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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양국 공동조사 및 공동사업 추진’과 ‘REDD+

에 관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즉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REDD+에 관한 초기 전략은 

양국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REDD+에 관한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상의 전략들을 2016년까지 꾸준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전

략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전략들과 비교할 때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보유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설문결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관련 전략들(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유도,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협력체계 구축, REDD+에 

대한 국내기업 홍보 강화)의 2011년 말 현재 중요도는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2016

년에 가까워질수록 각 전략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보유

수준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REDD+ 표준 방법론 개발’은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상승하여 2015년 말에 현

지 네크워크 구축 전략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선정되었고, 전략수행을 위한 

자원보유수준이 중, 후반기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전통 산림지식

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전략의 중요도는 다른 전략들에 비해 낮았고,

자원보유수준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위한 전문 조직 구성에 관한 전략은 2011년 말 현재 우

선시되어야 하는 전략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 전략은 초반보다는 중, 후반기에 추

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DD+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 전략은 후반기에 중요도가 감소하므로 중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에 관한 전략

은 REDD+ 대상지가 정해진 후 지역 관계자와의 협력에 관한 전략이므로 말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한국-인도네시아 협의안 구성’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보유수준은 다른 전략에 비해 보유자원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략 수행

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REDD+ 대상지의 다양한 부문(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등)

관계자들 간 정보 공유전략 실행을 위한 보유자원의 수준은 후반기에 높아질 것으

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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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내용

전략수행을 위한 

자원보유수준

2011년 

12월말

2014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제도

①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유도

§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REDD+ 사업 준비 및 실

행 - 민간기업의 재정 및 기술 자원 활용

1.4
3

(1.6)

4

(1.0)

⑫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

1.6
3

(1.4)

3.8

(0.8)

③ REDD+에 대한 국내기업 홍보 강화

§ REDD+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1

2.6

(1.6)

3.4

(0.8)

⑩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 REDD+ 사업 전담기관 개설 1.6
3

(1.4)

3.6

(0.6)

§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4

2.8

(1.4)

3.2

(0.4)

⑬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

§ REDD+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
1

2.6

(1.6)

3.4

(0.8)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관련 예산 확보 1.2
2.8

(1.6)

3

(0.2)

⑭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워크

숍 개최)
1.8

3.2

(1.4)

3

(-0.2)

§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1.2
2

(0.8)

3

(1.0)

지식 및 기술

⑦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 & ⑪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 연계

§ REDD+ 표준 방법론 개발 1.2
3.2

(2.0)

3.8

(0.6)

§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의 연계 1
2.8

(1.8)

3.4

(0.6)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4

2.8

(1.4)

3.6

(0.8)

[표 6-5] 전략수행을 위한 자원보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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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1
2

(1.0)

2.2

(0.2)

④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공

동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2
3.3

(1.3)

3.5

(0.2)

⑧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1.8
3

(1.2)

3.4

(0.4)

⑨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

§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1.8
2.8

(1.0)

3.2

(0.4)

이해관계자

②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

§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1.2
2.4

(1.2)

3

(0.6)

§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여성 및 취약집단의 

참여)
1.2

2.6

(1.4)

2.8

(0.2)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1.3
2

(0.7)

3.7

(1.7)

⑥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

§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의

안 구성 

1
2.2

(1.2)

2.6

(0.4)

⑤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1.6

3.4

(1.8)

4

(0.6)

* 자원보유수준:　1(매우 불량) - 2(불량) - 3(보통)- 4(양호) - 5(매우 양호)

()안의 값은 전 시기와의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 것임.

7.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분석(L단계)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된 전략의 시기별 중요도와 자원

보유수준 결과를 각 전략별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였다(

표6-6). 중요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도

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온실가스의무감축국이 아니고, 아직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 REDD+ 메커니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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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이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REDD+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제적, 국가적 차원

에서 제도적 큰 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업이 RED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기후변화 관련 제도가 정비된 이후 산림부문에서 

기업 관련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림탄소배출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홍보효과 등 기업이 REDD+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다 강조한다면 국제시장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

는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REDD+ 사업을 통한 다양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DD+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 전략도 시기적

으로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에서 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녹색성장계획의 큰 

틀 안에서 지방계획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경우 2011년에 수립된 동부 칼리만탄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한 REDD+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전략의 장애요인은 근본적으로 예산부족, 정보부족, 전문가부족이다.

REDD+는 기후변화제제에서 등장한 새로운 부문이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므로 우리나라와 인

도네시아 각 관계자들이 REDD+체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REDD+에 관한 

교육 및 세미나를 확대하여 REDD+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REDD+ 관계 부처들이 RED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부처에서 REDD+ 관련 예

산을 배정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부문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수자원, 농업 등 다양한 부문들이 REDD+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림전문기관으로

서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REDD+ 정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이 협력하여 REDD+ 정책

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각 부문별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REDD+ 전문

기구 설립 전략(‘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REDD+ 센터’)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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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내용 장애요인 극복방안

제도

①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유도

§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 - 민

간기업의 재정 및 기술 자원 활용

관련예산 부족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배출 

의무감축국이 아님 

예산확보 

감축의무 강화

배출권거래제 도입

기업에 대한 강력한 의무

부과

⑫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

업과 협력체계 구축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

관련비용에 대한 부담

협력체계구축방법에 대한 

기업의 정보 부족

감축의무 없음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매

우 제한적일 것임

관련 정보제공 및 국가 

간 관련 협약수립

감축의무 강화

③ REDD+에 대한 국내기업 홍보 강화

§ REDD+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관련 정책사업 및 예산 

부족

사업마련 및 예산 확보

강력한 배출권거래제 도

입

[표 6-6] 전략별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같은 협력구조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련 예산배정을 위해

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REDD+ 정책 수립 및 실행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는 사업이 진행되기 전 초기에 최대한 자세히 

규정해야 이후 갈등 또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외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고, 협의 진행을 위

해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도네시아가 REDD+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꼽고 있다. REDD+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그들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현지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기술을 갖춘 전문 인

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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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위한 전

문조직 구성

§ REDD+ 사업 전담기관 개설
조직 확대 어려움

전문가 부족
필요성에 대한 설득 필요  

§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

원회’ 구성

전문가 부족

다양한 부문(산림, 에너

지, 수자원 등)의 협력 필

요

⑬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 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

§ REDD+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

방정부의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

지역단위에서 REDD+에 

대한 이해력 및 중요성 

인지도 낮음

국가 녹색성장 계획 부재 

지역단위에서 이해력 증

진을 통한 필요성 부각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

관련 예산 확보

REDD+에 대한 이해력 

부족

관련 정책과 법률 부재

산림/에너지/과학 등 관

련 기관 예산 확보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

⑭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

유 (공동세미나, 워크숍 개최)

관련 예산 미비

상대국의 정보 공유여부 

불확실

예산 확보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 노력 필요

§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REDD+ 관련 글로벌 체

계구축 미비

글로벌 체계에 대비한 우

리나라 체계 구축 

지식 및 기술

⑦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 & ⑪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 연계

§ REDD+ 표준 방법론 개발
예산 및 전문가 부족

자료 불충분

예산 및 전문가 확보

§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기술의 연계

관련 연구사업 부재

전문가 부족

자료 불충분

관련 연구사업 실행

전문가 확보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

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 구축

관련 사업미비

예산 부족

사업 설계 및 예산확보 

지역 전문가 양성

네트워크 형성

국제기구와 지속적 파트

너십 형성



72❘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관련사업 부재 

예산 부족

산림배출권 공통의 문제

점(비영속성, 추가성 등)

사업설계 및 예산 확보

인증으로 대체

산림의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당양한 제도적, 구

조적 방안 마련

④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

한 양국 협력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

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조사 및 연

구 사업 추진

예산 부족
정보 수집

예산 확보

⑧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

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

그램 개설 및 운영

관련 프로그램 부재

전문가 부족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 확보 

예산 확보

⑨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

§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

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한국과 인도네시아 환경

의 차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보 

수집

이해관계자

②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

§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

회 개최
관련사업 부족 예산 확보

§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여성 및 취약집단의 참여)
교육 및 훈련 부족

재원의 투명한 활용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

계자들 간 정보 공유 
관련 부처 간 협력 부족 부처 간 협력 강화

⑥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

의

§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의안 구성 

관련 기업의 관심부족

시간 소요

관련 기업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정보제공 등 다

양한 사업 필요

⑤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의 지속적인 교류

기존의 네트워크에 의존

관심, 정보, 재원 부족

관련부처의 관심 유도

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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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적 추진 전략 결정(D단계)

본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서 중요도, 보유자원, 장애요인, 극복방안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과정에서 구축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략

을 구분하였다(표 6-7). 전략은 시기 구분 없이 꾸준히 추진해야할 전략과 국내, 국

가 간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해야 할 전략을 구분하여 전략의 본격적인 시작 시기

를 중심으로 초, 중, 말기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 전략은 초기부터 꾸준히 수행해야 할 전

략이다. REDD+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다양한 부처로부터의 예산 확보 전략은 서

두르지 않고 다양한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 속에서 협력구조를 

형성한 후 실행되어야 하므로 중기전략으로 배치하였다. 기구 설립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존재해야 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를 하나의 초기 전략으로 추

가하였다.

중기 전략으로 제시된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 전략은 양국의 연구협력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가단위 보다 초기 단계에서 선정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

다. 또한 REDD+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관련 내용을 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참여 및 활동에 관한 전략은 현실적으로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녹색성장계획은 국가 녹색성장계획에 관한 틀이 마련되면 이 틀 안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REDD+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

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REDD+ 탄소배출권과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를 연

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국제적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후기에는 추진해 온 전략들을 꾸준히 이행하면서 선정된 사업지에서 구체적으로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탄소배출권 이익 분배에 관한 협의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REDD+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어려움이 예

상되지만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투명한 사업 계획 및 실행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 전략의 하나로 중기에 구축된 전통 산림지식에 관한 정보

를 바탕으로 전통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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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2012-2013)

중기 

(2014-2015)

말기

(2016)

⑤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④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⑧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⑮ REDD+ 관련 법률 정비 

①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유도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⑫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협력체계 구축 (국내 온실가

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③ REDD+에 대한 국내기업 홍보 강화

⑦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

§ REDD+ 표준방법론 개발

§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술의 연계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⑨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달 

⑩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 REDD+ 사업 전담기관 개설

§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⑬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 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

§ REDD+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국

가 녹색성장계획 수립 이후)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관련 예산 확보

⑭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유

§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⑪ 전통지식과 REDD+ 사업의 연계

§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

배출권 개발

②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 (REDD+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표 6-7] 시기별 REDD+ 추진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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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계자

들 간 정보 공유

§ 산림탄소배출권 이익 분배에 관한 한

국-인도네시아 협의안 구성

⑥ 산림탄소배출권 이익 분배에 관한 협

의 (REDD+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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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REDD+ 탄소배출권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현황(Peters-Stanley

et al., 2011)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REDD+ 사

업은 우리나라의 산림탄소배출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는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REDD+ 사업 추진 전략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은 REDD+ 사업을 재정적, 기술적 지원 사례를 검

토하고,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여건 및 정책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의 인도네시아 REDD+ 전략 개발을 시도하였다. 실천적인 REDD+ 전략을 개발하

기 위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기법인 ACTIFELD 기법을 활용하였다. 정부중심 사업추

진 전략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REDD+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REDD+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제도, 경제, 기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

로 REDD+ 사업의 위협, 기회, 강점, 약점을 파악하여 실행가능한 전략을 기술하였

다. 전략 실행기관으로서 산림전문정부기관인 산림청을 선정하고 산림청이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산

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기별 전략의 중요도와 자원보유수준을 파악하고,

각 전략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전략 15개를 도출하였다.

현재 제시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예산, 정보 등 자원의 보유수준은 낮

지만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략의 시기별 중요도와 자원의 보유수준을 

고려하여 초⋅중⋅말기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초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해 양국의 정

보 공유와 사업기반구축에 집중하여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상지 선정 및 확

보, 교육 실시, 법률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중기에는 관련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기

술 개발 및 협력 도모에 주력하면서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

다. 여기에서 한국의 산림녹화 및 임업 기술과 오랜 시간동안 구축해온 한국-인도네

시아 산림협력구조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말기에는 선정된 대상지 이

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술 개발을 심

화시키는 것이다. RED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적

인 접근을 통해 REDD+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

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은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관련 산업

을 육성하여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국제적 성장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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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

라가 실시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산림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진행과정에서 소수의 국내 기후변화와 산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연구 및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

직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없었다. 셋째, 시간과 재

원의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사 없이 전략을 수립하였다.

제시된 전략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

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ACTIFELD기

법을 활용하여 전략수립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므로 변화된 환경 요인을 투입하

면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요인(자원보유수준,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므로 전

략의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산림청이 수립

한 기후변화 대응 REDD+ 종합대책(2012-2016)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 실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과

정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의 증진된 역량을 보여주면서, 지구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규모의 예산을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에 지원하고 있지만,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REDD+ 사업을 

통해 산림녹화기술 및 정책을 공유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지함

으로써 인도네시아와의 산림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산림탄소배

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개도국 입장에서 시도하는 인도네

시아 REDD+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REDD+ 사업의 바탕이 

되는 생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림기술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REDD+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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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REDD+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공동연구는 양국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산림부문의 성장, 양국의 협력 증진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EDD+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연구]

1) REDD+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연구  

- 산림면적, 산림의 이용 및 관리 방법, 산림정책의 변화 조사

2) 탄소 측정 및 모니터링 연구

- 현장 조사, 위성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탄소축적량 계산 

3)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REDD+사업 추진 제도 개발

- 산림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규명 

- REDD+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조사

- 전통적인 산림이용 및 관리 방법의 유형 구분

- REDD+사업 거버넌스의 원칙과 단계 개발

4)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5) REDD+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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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연구책임자: 윤여창 교수)는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센터장: 이장호)”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인도네시

아 REDD+ 사업 추진전략 방안연구(2011. 8. 30-12. 3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과제는 선진국의 REDD+ 전략 분석, 인도네시아 REDD+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전략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사업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ACTIFELD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단계적인 전략 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대한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요인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이를 조합한 전략을 수립하였

습니다. 전략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어, 각 전략에 대한 시기별 중요도(질문 1)와 자원수준(기술, 제도, 예산 등)(질문 

2)을 판단하여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전략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질문 3)을 기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전략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미선 드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02-880-4763

mpar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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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TOWS(위협, 기회, 약점, 강점) 분석법에 의한 실행전략(안)]

위협(Threat)

T1 탄소시장의 불확실성 

T2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부족 

T3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T4 재정의 불안정성 

T5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 

기회(Opportunity)

O1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O2 국가 간 파트너십 형성 

O3 산림부문의 성장

O4 탄소흡수 및 산림보호 기능 확대 

O5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 

O6 다양한 부문 간의 협력

O7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와의 연계

O8 지역사회의 발전

약점(Weakness)

W1 인도네시아 관료의 부패 

W2 여성 및 취약 집단의 낮은 참여 

W3 인도네시아의 높은 산림전용율 

W4 인도네시아의 불명확한 산림소유권 제도

W5 산림사업에 대한 기업의 낮은 참여

W6 REDD+ 관련 지식 및 현장전문가 부족

W7 REDD+에 대한 인식 부족

1. 민간부문 참여 기회 유도(W5, T2, T4, O1, O5)

2.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W1, W2, W4, T3, O6)

3. REDD+에 대한 국내 홍보 강화(W5, W7, T2, S5)

4.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
(W4, T5, O2, O3)

5.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형성 (W6, T3, O2)

6.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대한 협의(W4, T5, O1,

O8)

7.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W3,
O4, S6, S7)

8.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W3,
S1, S7, O2)

9.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W6,
O3)

10. REDD+ 전문조직 구성(W6, O3, S2, S5)

강점(Strength)

S1 한-인니 간 오랜 산림협력관계 

S2 국제산림기관 운영

S3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 

S4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행정 

S5 기후변화 및 REDD+ 국가전략 및 정책 수립 

S6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전통 지식 및 경험 

S7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

11.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사업과의 연계 (T1,
S6, O1, O4)

12.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체
계 구축(T2, S4, O2, O5)

13.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개도
국&선진국(S1, S2, O2, O7)

14.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S3, S7, O3, 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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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대한 설명]

1. 민간부문 참여 기회 유도(W5, T2, T4, O1, O5)

RED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상에 따라 국제적 REDD+ 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REDD+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은 확보

되지 못했다. REDD+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REDD+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

다면, REDD+사업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탄소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REDD+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REDD+사업에 참여하여 그들의 재정,

기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기업과 공동으로 REDD+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이 REDD+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기업 참여 확대는 궁극적으로 REDD+ 재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 - 민간기업의 재정 및 기술 자원 활용

2.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W1, W2, W4, T3, O6)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의 부패는 정부기관의 REDD+

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불명확한 토지소유권으로 인해 산림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REDD+사업과정에서 

그들의 산림자원 이용권을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REDD+ 사업 현지 관계자들(정부기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DD+ 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실행과정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함으로써 지

속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정부 관료의 부패를 줄이고, 여성 및 취약 집단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 산림 거버넌스의 질

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REDD+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산림부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농업,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여성 및 취약집단의 참여)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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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DD+에 대한 국내 홍보 강화(W5, W7, T2, S5)

REDD+ 체제가 도입되면서 REDD+ 사업에 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REDD+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탄소시장의 

불안정성, 불명확성으로 인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REDD+에 대한 국내 홍보가 필요하다. REDD+ 체제에 

대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REDD+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설명회, 홍보

자료(홈페이지, 브로슈어)를 통해 REDD+에 대한 인식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 REDD+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4.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W4, T5, O2, O3)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은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생물환경적 요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업 수용 여부 또

한 대상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REDD+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REDD+ 대상지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력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 

및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산림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5.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형성 (W6, T3, O2)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위협 요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REDD+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반복적인 정보 및 의견 공유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들과

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는 한-인니 산림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6.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W4, T5, O1, O8)

REDD+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산림탄소배출권을 통한 이익의 분배이다. 지역주민, 지방정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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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산림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익 분배에 대한 협의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REDD+

사업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도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의안 구성

7.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W3, O4, S6, S7) & 11.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 연계

REDD+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기초자료로서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산림지식 및 기

술, 사회와 문화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전통산림지식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 우리나라 산림녹

화기술 및 경험을 연계하여 REDD+ 산림탄소배출권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REDD+ 사업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REDD+ 표준 방법론 개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REDD+ 표준 방법론 개발

§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과 연계

§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8.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W6, O3) & 9.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W3, S1, S7, O2)

REDD+ 체제의 도입기의 특성상 REDD+ 관련 국내외 전문가가 부족하다.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생태,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기술 수준을 갖춘 인력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MRV, 환경 및 사회영향평가,

통합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EDD+ 에 관한 장, 단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성을 갖춘 인력이 증가함으로써 산림부문이 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REDD+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술 및 경험을 인도네시아 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오랜 한-인니 산림협력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술 및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었지만 REDD+사업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산림녹화기술 및 정책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REDD+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인니 산림협력관계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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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10. REDD+ 전문조직 구성(W6, O3, S2, S5)

REDD+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준비 및 실행을 위해서는 REDD+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조직되어야 한

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REDD+ 총괄기구(REDD+ 센터)’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현존하는 산림관련 국제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관련 부

서의 조직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다양한 부문의 기능 및 역할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REDD+에 관한 전담기관 조직

§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2.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T2, S4, O2, O5)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대해서 국가 간 협상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실행사업은 지방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

아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향후 인도네시아 REDD+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

나라 기업과 자발적 협약과 같은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

13.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S1, S2, O2, O7)

우리나라 산림청은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2011년에 설립된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의 운영은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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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협력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전략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REDD+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RED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과 국제기구와 관련 정보 및 경험

을 공유하는 일은 가치 있는 활동이다. 아직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지 못하고 각 사업담당기관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주최함으로써 새로운 REDD+ 체제에 적응

하고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산림인증, 산림법률, 거버넌스 및 무역(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하여 국제산림정책의 흐름을 따르면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관련 분야

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워크숍 개최)

§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REDD+사업과 산림인증,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와의 연계

14.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 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S3, S7, O3, O6)

REDD+사업에 대한 전략은 국가 기후변화 전략의 틀에서 구성된다. 또한 REDD+사업은 산림보호 및 육성부문과 경제, 사회, 에너지부문이 긴밀

히 연결된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녹화정책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낮은 경제수준을 가진 사회에서 산림보호 및 녹화정책은 에너지, 식량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REDD+사업에 관한 전략은 저탄

소 정책과 녹색성장정책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조직(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은 산림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개도국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정부가 REDD+ 정책을 포함한 국가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GGGI는 동부 칼리만탄의 녹색성장 계획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REDD+ 사업은 산림, 에너지, 식량,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실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여러 정

부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 REDD+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역 녹색성장계획 수립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관련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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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내용

중요도

2011년 

12월말

2013년 

12월말

2015년 

12월말

제도

1.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유도

§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 - 민간기업의 재정 및 기술 자원 활용

12.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

3. REDD+에 대한 국내기업 홍보 강화

§ REDD+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10.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 REDD+ 사업 전담기관 개설

§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4.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

§ REDD+를 포함한 지역 녹색성장계획 수립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관련 예산 확보

13.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

질문 1: 각 전략에 대한 중요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의 중요도: (1)매우중요하지 않음  (2)중요하지 않음  (3)보통  (4)중요함  (5)매우 중요함

[전략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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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워크숍 개최)

§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REDD+사업과 산림인증,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와의 연계

지식 및 기술

7.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 & 11.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 연계

§ REDD+ 표준 방법론 개발

§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과 연계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4.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8.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9.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

§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이해관계자

2.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

§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여성 및 취약집단의 참여)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6.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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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의안 구성 

5.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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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내용

전략수행을 위한 자원보유수준

2011년 

12월말

2013년 

12월말

2015년 

12월말

제도

1.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유도

§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 - 민간기업의 재정 및 기술 자원 활용

12.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

3. REDD+에 대한 국내기업 홍보 강화

§ REDD+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10.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 REDD+ 사업 전담기관 개설

§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4.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

§ REDD+를 포함한 지역 녹색성장계획 수립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관련 예산 확보

13.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워크숍 개최)

질문 2: 각 전략 수행을 위한 자원(기술, 재정, 제도 등)보유수준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보유수준:　1(매우 불량) - 2(불량) - 3(보통) - 4(양호) - 5(매우 양호)

[전략수행을 위한 자원보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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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REDD+사업과 산림인증,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와의 연계

지식 및 기술

7.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 & 11.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 연계

§ REDD+ 표준 방법론 개발

§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과 연계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4.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8.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9.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

§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이해관계자

2.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

§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여성 및 취약집단의 참여)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6.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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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의안 구성 

5.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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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내용 장애요인 극복방안

제도

1.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유도

§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REDD+ 사업 준비 및 실행 - 민간

기업의 재정 및 기술 자원 활용

12.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

3. REDD+에 대한 국내기업 홍보 강화

§ REDD+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10.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 REDD+ 사업 전담기관 개설

§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

진위원회’ 구성

14. 산림부문과 비산림부문간 협력을 통한 전략 개발

§ REDD+를 포함한 지역 녹색성장계획 수립

§ 다양한 기관을 통한 REDD+ 사업관련 예산 확보

13. 국제적 산림협력관계 형성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국과의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워크숍 개최)

질문 3: 각 전략에 대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별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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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 체제와의 연계: REDD+사업과 산림인증,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와의 

연계

지식 및 기술

7.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 기술 개발 & 11. 다양한 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 연계

§ REDD+ 표준 방법론 개발

§ REDD+ 사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술과 연계

§ 인도네시아 지역 산림지식 및 기술, 사회, 문화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 구축

§ 전통 산림지식과 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 개발

4.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양국 협력

§ REDD+ 대상지 선정 및 확보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8. REDD+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확대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한-인니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류 프

로그램 개설 및 운영

9.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수

§ 한국의 산림녹화경험 및 기술 전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이해관계자

2. REDD+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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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과정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여성 및 취약집단의 참여)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 부문 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6.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

§ 산림탄소배출권 이익분배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의안 구성 

5. 인도네시아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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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도네시아 REDD+ 프로젝트

○ 중부 칼리만탄(Central Kalimantan)

- 호주, 노르웨이, Orangutan Foundation UK

○ 동부 칼리만탄(East Kalimantan)

- 독일, the Nature Conservancy, Borneo Orangutan Survival Foundation

○ 서부 칼리만탄(West Kalimantan)

-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Health in Harmony

○ 수마트라(Sumatra)

- 오스트레일리아,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Berbak Carbon Initiative, World Wide

Fund, RAPP

○ 중부 슬라웨시(Central Sulwesi)

- UN-REDD

○ 자바(Jav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Bosch and Siemens Home Appliances, 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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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IFCI(Australia)

사업지역 - 중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EMRP의 남쪽지역 
- 대략 120,000 hectares를 포함

사업규모 - 호주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가장 큰 자금을 투자한 사업으
로 자금의 규모는 달러로 $30 million이다.

- 자금은 IFCI(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에서 지원

시업기간 - 2009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사업참여자 - 정부기관: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KFCP (Kalimantan Forest
Carbon Partnership) 체결 (2009년 2월)

- 협력기관: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호주), 인도네
시아 산림청, Central Kalimantan Province and Kapuas
District (인도네시아)

사업주체 - FCPF(Norway)

사업지역 - 중부 칼리만탄, 미정

사업규모 - 최대 $1 billion
- 2011년 8월까지는 $30 million을 투입
- 자금은 FCPF(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에서 지원

○ 중부 칼리만탄 (Central Kalimantan)

① KFCP project

② Norway 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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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1년부터 시작하여 대략 7~8년 소요 예정

사업참여자 - 정부기관: 인도네시아-노르웨이 투자의향서(LoI) 체결을 통해 
REDD+ 파트너십 구축

- 협력기관: 노르웨이 환경부,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노
르웨이), 인도네시아 산림청, REDD+ Task Force(인도네시아)

사업주체 - Orangutan Foundation UK

사업지역 - 중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the Lamandau Wildlife Reserve 지역

사업규모 - Unknown

사업기간 - Unknown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The NGO, Orangutan Foundation United Kingdom

사업주체 - Borneo initiative

사업지역 - 중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Borneo 지역

사업규모 - 6,000,000 (Euro)

사업기간 - 2008년 ~ 2014년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Borneo initiative, 인도네시아 산림청

사업주체 - InfiniteEARTH

사업지역 - 중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Borneo 지역

사업규모 - Unknown

사업기간 - 2008년부터 현재진행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InfiniteEARTH, 인도네시아 산림청

③ Orangutan Foundation UK

④ Borneo initiative

⑤ Rimba Raya Biodiversity Reserv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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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BMZ(Germany)

사업지역 - 동부 칼리만탄 Malinau and Berau 지역

사업규모 - 최대 $1 billion
- 2011년 8월까지는 $30 million을 투입
- 자금은 FCPF(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에서 지원 

사업기간 - 2006년 1월 ~ 2009 12월 

사업참여자 - 정부기관: 독일 정부, 인도네시아 정부
- 협력기관: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독일), 인도네시아 산림청,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인도네시아)

사업주체 - the Nature Conservancy (TNC)

사업지역 - 동부 칼리만탄 Berau 지역

사업규모 - $150,000
- 자금 조달처: 다음 기관들로부터 기부 받음.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and RAFT,
Australian Government‟s Overseas Aid Program (AusAID), The

○ 동부 칼리만탄 (East Kalimantan)

① GTZ project

② TNC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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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Depot Alliance, and Xerox.

사업기간 - unknown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the Nature Conservancy, 인도네시아 산림청

사업주체 - Borneo Orangutan Survival(BOS) Foundation

사업지역 - 동부 칼리만탄 Samarinda 남서쪽 지역

사업규모 - Unknown

사업기간 - Unknown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BOS foundation, 인도네시아 산림청

사업주체 -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FFI)

사업지역 - 서부 칼리만탄에 있는 Ketapang and Kapuas Hulu 지역

③ BOS foundation

○ 서부 칼리만탄 (West Kalimantan)

① FFI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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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200,000

사업기간 - 2008년부터 현재진행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산림청

사업주체 - Health in Harmony

사업지역 - 서부 칼리만탄 Kayong Utara 지역

사업규모 - Unkown
- 자금은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에서 자금 지원

사업기간 - Unknown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Health in Harmony, 인도네시아 산림청, the local
REDD commission consisting, the District Head

사업주체 - IFCI(Australia)

사례지역 - 수마트라 Jambi 지역
- 대략 5.3 million hectares를 포함

사업규모 - $30 million 규모 

② Health in Harmony project

○ 수마트라 (Sumatra)

① SFC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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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은 IFCI로부터 지원 받음

시업기간 - 2010년 3월부터 현재진행

사업참여자 - 정부기관: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SFCP (Sumatra Forest
Carbon Partnership) 체결 (2010년 3월)

- 협력기관: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호주), 인도네시
아 산림청

사업주체 - Berbak Carbon Initiative

사례지역 - 수마트라 동해안 지역

사업규모 - Unknown
- the Darwin Initiative and various tiger-focussed donors에서   
지원

시업기간 - 2009년 ~ 2012년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Zoological Society of London, Berbak Carbon
Initiative, ERM, 인도네시아 산림청

사업주체 - World Wide Fund

사례지역 - 수마트라 Tesso Nilo National Park 지역

사업규모 - Unknown

시업기간 - 2008년부터 현재진행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WWF, 인도네시아 산림청

사업주체 -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사례지역 - 서쪽 수마트라와 Bengkulu 지역

사업규모 - $145,000

시업기간 - Unknown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비영리단체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인도네시
아 산림청

사업주체 - RAPP

사례지역 - 수마트라 Kambar 지역

사업규모 - Unknown

시업기간 - 2009년부터 현재진행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APRIL group, 인도네시아 산림청

② WCSI project

③ ZSL project

④ WWF project

⑤ RAP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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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UN-REDD

사례지역 - 중부 슬라웨시

사업규모 - $5,600,000
- 자금은 노르웨이로부터 지원 받음

시업기간 - 2009년 10월 ~ 2012년 6월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인도네시아 산림청, the Central Sulawesi Working

Group for REDD+ Implementation (2011년 2월 설립),

UN-REDD

○ 중부 슬라웨시 (Central Sulawesi)

① UN-RED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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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사례지역 - 중부 Lombok 지역

사업규모 - $500,000

시업기간 - 2009년 10월 ~ 2013년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KOICA, 한국 산림청, 인도네시아 FORDA, Central

lombok 군정부, NTB 주정부, 마을별 농민협의체(Gapoktan)

사업주체 - Bosch and Siemens Home Appliances

사례지역 - 스마랑(Semarang) 과 롬복(Lombok)

사업규모 - Unknown

시업기간 - Unknown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BSH, 인도네시아 산림청

○ 자바 (Java)

① KOICA project

② BS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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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사례지역 - 서쪽 자바에 있는 Gunung Halimun-Salak National Park 지역

사업규모 - Unknown

시업기간 - Unknown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JICA, 인도네시아 산림청

사업주체 - 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사례지역 - Merubetiri National Park 지역

사업규모 - Unknown

시업기간 - Unknown

사업참여자 - 협력기관: ITTO, 인도네시아 산림청

③ ITTO project

④ JIC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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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

(100만 달러)

잠정적 

(100만 달러)

Post-2012

(100만 달러)

지원 

유형
세부사항

 2010년까지 2010-2012 2012년 이후   

세계은행 FCPF  

Readiness 

메커니즘

20.2 10 미정
직접

지원금

지원국가의 진행상황에 

따라 지원을 계속 진행할 

예정 

세계은행 FCPF 

탄소금융 

메커니즘

10 미정 미정
직접

지원금

탄소기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 전국 규모의 

"프록시 기반" 자금 

제공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허락한다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할 

수도 있다.  

세계은행 FIP - 150 미정
직접

지원금  

50백만 달러를 2010년에 

지출했고 2011-12 

지원은 I) 기부국가들의 

참여도, (ii)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iii) REDD관련 

UNFCCC결과에 

달려있다. 

UN-REDD 

프로그램
52 30 미정

직접

지원금  

52백만 달러가 지출, 

앞으로 30백만 달러 예정

지구환경기금 - - - - -

콩고분지산림기금 31 52 미정
직접

지원금  

지금까지 31백만 달러 

지출, 2010-2011년에 

52백만 달러 예정

재원조달 메커니즘/연구파트너십/비정부단체

국제열대목재기구 

(ITTO)
4 4 미정

직접

지원금  
 

가이아나REDD+ 

투자기금 (다자 

및 양자) 

 
30  

(2010년)
미정

직접

지원금  
 

시민사회펀딩제도 30 80 미정
직접

지원금  
 

양자협력을 통한 

총 지원금
124.69 510.95 1,425

직접

지원금  
 

할당된 지원금 271.89 886.95 1,425
직접

지원금  
 

[부록 3] 선진국의 REDD+ 지출 내역   

[표 4-1] 노르웨이의 REDD+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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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되지 않은 

지원금
 633 미정

직접

지원금  
 

약속한 총 재정 

지원금 
 연간  500 미정 251.2  

지출내역

(100만 달러)

잠정적

(100만 달러)

Post-2012

(100만 달러)

재정지원/

활동범주17)
유형 세부사항

 2010년까지 2010-2012 2010년 이후    

아마존 기금 

(브라질)
117 450 430 4

직접

지원금

2015년까지  

성과기반 지원 

약속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REDD+ 

파트너십

- 30 970 1, 2, 3, 4
직접

지원금

2010년 8월에 

30백만 달러를 

지출. 앞으로의 

진행 상태에 

따라 7-8년에 

걸쳐 지원 예정

탄자니아 7 50 25 2,  3
직접

지원금

2009부터 5년 

동안 약 83백만 

달러 지원. 

4.16백만 

달러는 

탄자니아의 

UN-REDD프로

그램에 쓰인다. 

모잠비크 0.69   1  

0.06백만 

달러는 FCPF에, 

0.63백만 

달러는 브라질 

-모잠비크 

협력에 쓰인다.

총 지원금 124.69 530 1,425    

     출처: 노르웨이 정부

[표 4-2] 노르웨이의 양자협력을 통한 재정 지원과 지출 내역

 출처: 노르웨이 정부 자료 보완 

17) 자금조달/활동 범주구분은 다음과 같다.

범주 1: 컨설팅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REDD+ 전략과 행동계획 개발
범주 2: 국가 REDD+전략과 MRV 시스템 및 규제개혁의 개발을 포함한 역량구축활동의 구현 
범주 3: 시범 활동
범주 4: 배출감축을 위한 성과기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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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

(100만 달러)

 

범주

19)

유형 세부사항 파트너

　 2010년까지 　 　 　 　

I.  양국개발협력 　 　 　 　 　

브라질 　 　 　 　 　

Fundo Amazonia 25.86 4
직접 

지원금
성과기반 지불

브라질 개발은행 

(BNDES)

Amazonas주 

산림전용 방지
15.09 3

직접 

지원금
시범활동

Amazonas 주정

부

Acre주 산림전용 

방지
14.37 3

직접 

지원금
미확정 Acre 주정부

Amazonas 기금 

구현 지원을 위한 

열대우림 프로그램

5.75 3
직접 

지원금
시범활동, 계획

브라질 개발은행 

(BNDES)

인도네시아 　 　 　 　 　

산림과 기후변화 

(REDD)
28.74

2,  3, 

4

직접 

지원금

시험활동,  

Readiness
인니 산림부

산림과 기후변화 

(REDD)
11.14 2,  3

직접 

지원금

Subnational  

REDD+전략 구현, 

시범활동

인니 산림부

에콰도르 　 　 　 　 　

산림보호와 REDD 14.37 2,  3, 직접 시범활동,  에콰도르 환경부

[표 4-3] 독일의 REDD+지출 내역

지출 내역

(100만 달러)

잠정적 

(100만 달러)
지원 유형 세부사항

 2010년까지 2010-2012   

세계은행  FCPF 

Readiness 메커니즘
- 28.74 직접지원금

Readiness 메커니즘에  

€20, Carbon Finance 

메커니즘에 €20, 총 

€40백만을 FCPF에 공약

세계은행 FIP 14.37 14.37 직접지원금  

총 양자협력 지원금 261.8518) 459.8 직접지원금  

총 지원금 276.22 -  -  

약속한 총 재정지원금 - 503 -  

       출처: 노르웨이 정부

[표 4-4] 독일의 양자협력을 통한 재정지원과 지출내역

18) 이 수치는 진행 중인 REDD프로젝트의 재정합계를 나타낸다.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2008년과 2009

년에 시작했으며 프로젝트의 평균기간은 3-4년이다 (즉 2008년에서 2012년). 따라서 자금의 상당 
부분은 2010년에서 2012년에 지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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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Readiness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산림보호를 통한 

기후보호 프로그램 

(CLIPAD)

14.37
2,  3, 

4

직접 

지원금

시범활동,  

Readiness
라오스 농림부

산림보호를 통한 

기후보호 프로그램 

(CLIPAD)

2.87
1,  2, 

3

직접 

지원금

국가 REDD+전략 

개발; MRV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역

량 구축, 시범활동

라오스 농림부

볼리비아 공화국 　 　 　 　 　

REDD 방법 지원 2.87 3
직접 

지원금
시범활동 볼리비아 환경부

REDD 볼리비아 11.49 미확정
직접 

지원금
미확정 볼리비아 환경부

남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중앙아메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 

REDD

8.62 2,  3
직접 

지원금
시범활동

환경개발위원회  

(CCAD)

카메룬 　 　 　 　 　

REDD 시범 사업 0.89 2
직접 

지원금
시범활동

카메룬 산림부와 

환경부

총 개발협력 

자금조달
156.43 　 　 　 　

　 　 　 　 　 　

　 　 　 　 　 　

II. 독일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 (ICI)

아제르바이잔 　 　 　 　 　

산림재생 25.86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투자, 신재생 

에너지

아제르바이잔 

천연자원부

브라질 　 　 　 　 　

대서양 해안산림 

보호
2.87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생물다양성, 

신재생 에너지

브라질 환경부

Amazonia의 

보호지역 (ARPA) 

지원

1.72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브라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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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신재생 에너지

Amazonia의 

보호지역 (ARPA) 

지원

5.32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생물다양성, 

신재생 에너지

브라질 환경부

Mata Atlantica II 

해안산림 보호
4.31 2,  4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생물다양성, 

신재생 에너지

브라질 환경부

Mata Atlantica II 

해안산림 보호
9.34 2,  4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투자

브라질 환경부

동유럽국가 　 　 　 　 　

캅카스 산림재생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6.93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투자

농업부,  

"Armenia Tree 

Project" 

비정부단체, 

천연자원부,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부, 

보호구역 

에이전시,  

Kharagauli 공동 

산림 시범 

프로젝트

Altai Sayan지역 

서식지 보존
2.69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투자

러시아  

천연자원부

중국 　 　 　 　 　

생물다양성- 

탄소흡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독 

협력 플랫폼

1.51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투자

환경보호부

카메룬, 콩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3개국 합작 

산림보호구역 

(콩고분지)

2.09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카메룬 정부, 

콩고 정부,  

중앙아프리카 

정부, 상하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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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재단 (TNSF)

콩고 민주 공화국 　 　 　 　 　

Lac Tumba Lediima 

보호구역, Ngiri 

삼각지

1.58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투자

콩고 야생동물 

관리당국  

(ICCN), 콩고 - 

Oubangui - 

Sangha의 

국제위원회 

(CICOS)

보호구역 네트워크 

평가 및 개발
2.87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생물다양성

콩고 야생동물 

관리당국 (ICCN), 

환경 관광부

Ngiri 저지대 

열대림을 위한 

통합보호구역

2.75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생물다양성 

WWF, 콩고 

야생동물 

관리당국 (ICCN)

에티오피아 　 　 　 　 　

커피 숲을 이용한 

경영모델
4.59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에티오피아 

농업부

글로벌 　 　 　 　 　

CD-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08 2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열대우림국가연맹 

(CfRN)

Non-Annex I 

국가들을 위한 국립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4.45 2
직접 

지원금

모니터링 및 회계 

시스템, 역량구축

열대우림국가연맹 

(CfRN)

기아나 지역: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브라질

가이아나 순상지 

이니셔티브
4.34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투자, 

역량구축

국제보존협회, 

미국

인도 　 　 　 　 　

보호구역관리 

증진으로 기후적으로 

취약한 인도 생태계 

지원

0.29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독일 WWF, The  

Mountain 

Institute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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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인도네시아 　 　 　 　 　

Merang 습지 

REDD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호

2.08 2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인니 산림부,  

지역산림관리사무

소

Heart of Borneo 

산림 보호 

이니셔티브, Central 

Kalimantan 습지산림 

복구

1.25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정책개발

국제습지연대,  

Borneo 

Orangutan 

Survival (BOS) 

등

Harapan 

열대우림―황폐화된 

수마트라 

산림생태계에 대한 

시범활동

10.88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투자

왕립조류보호협회

Merang 습지 

REDD를 통한 

생물다양성보호관련 

지식기반 확장

0.9 1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지방 및 

지역산림관리사무

소 

수마트라의 열대 

우림 지역에서의 

적응적 산림관리

0.76 4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인니 산림부 및 

환경부

멕시코 　 　 　 　 　

다섯 개의 생태계 

보호 방안
2.22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멕시코 국립 

자연보호위원회  

(CONANP)

파푸아뉴기니 　 　 　 　 　

YUS 보호구역 구축 6.9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투자, 

역량구축

국제보존협회, 

Woodland  

동물원

페루 　 　 　 　 　

보호구역내의 

산림생태계 보호
2.78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투자

보호구역을 위한 

페루기금  

(PROFONANPE), 

환경부

아마존분지의 

열대우림보호와 

원주민 지원

0.16 3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독일  

Welthungerhilfe

단체, Desarollo 

Rural 

Sustentable 

비정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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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 

생물다양성보호활동

의 기후 보호 측면

4.31 4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정책 조언, 

생물다양성

환경부

효과적인 페루 

아마조니아 보호구역 

관리를 통한 배출 

감축

4.31 2
직접 

지원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투자

환경부,  

보호구역을 위한 

페루기금

필리핀 　 　 　 　 　

국가산림법의 

현대화와 

REDD방안의 

시범활동

3.88 1, 4 보조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정책 조언, 

생물다양성

환경부, 환경- 

천연자원부

탄자니아 　 　 　 　 　

산악림 보호 3.12 3 보조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투자

탄자니아 UNDP,  

천연자원부, 

Sokoine 대학 등

잠비아 　 　 　 　 　

개선된 

보호구역관리를 통한 

미옴보 Ecoregion 의 

지속가능성

2.96 3 보조금

REDD관련하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역량구축, 

투자

관광-환경부, 

잠비아 야생동물 

관리당국

ICI 총지원액 105.52 　 　 　 　

         출처: 노르웨이 정부

19) 자금조달/활동 범주구분은 다음과 같다.

범주 1: 컨설팅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REDD+ 전략과 행동계획 개발
범주 2: 국가 REDD+전략과 MRV 시스템 및 규제개혁의 개발을 포함한 역량구축활동의 구현 
범주 3: 시범 활동
범주 4: 배출감축을 위한 성과기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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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

(100만 달러)

잠정적 

(100만 달러)

지원 

유형
세부사항

 2010년까지 2010-2012   

세계은행  FCPF 

Readiness 메커니즘
9.5  

직접

지원금
세계은행 FCPF에 기부

세계은행 FIP 9  
직접

지원금  
세계은행 FIP에 기부

탄소 회계 데이터 구매 3 4.5
직접

지원금  

지역기록보관소에서 역사적 

위성데이터 구매, 데이터 처리 

및 관리, GEO산림탄소추적의 

일환인 지역허브 운영으로 

세계산림탄소모니터링 

프로그램에 기여

위성 데이터 수신소  9
직접

지원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위성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는 

위성 수신소에 대한 투자

CIFOR 2.3 0.5
직접

지원금  

REDD관련정책과 기술적 

문제연구를 위한 연구협력. 이는 

국제적으로 REDD활동의 설계 

및 실행경험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보수집 및 보급에 

기여. 

비정부단체(NGO) 

지원직접지원금 
0.7 0.6

직접

지원금  

REDD시범활동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원. 

국제비정부조직은 강력한 

지역네트워크와 실질적인 

REDD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음. 

아시아 태평양 임업기술 

및 역량구축 프로그램
6.6 7.9

직접

지원금
 

관리 및 프로그램 행정 15.9 17.6 기타 호주의 IFCI 관리 및 행정

계획은 수립되었지만 

미발표의 자금
 12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금 47 52.1 99.1  

총 양자협력 지원금 19.1 48.1 67.2  

총 지원금 66.1 100.2 166.3  

할당되지 않은 지원금   84.9  

약속한 총 재정지원금   251.2  

[표 4-5] 호주의 REDD+지출 내역

                출처: 노르웨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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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내역 

(100만 달러)

잠정적

(100만 달러)

 

범주

20)

유형 세부사항 파트너

　 2010년까지 2010-2012 　 　 　 　

인도네시아 　 　 　 　 　 　

산림과 

기후분야에 

양자 지원

6.5 2.7 1, 2
직접 

지원금

2007년 인도네시아  

산림기후연합 

REDD정책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지원, 

INCAS지원,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칼리만탄 

산림과 기후 

파트너십 

(KFCP)

12.2 15.4 3
직접 

지원금

12만  헥타르에서 

조기구현 진행. 

이탄지황폐화를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고 공평하고 

효과적인 REDD 

접근방식을 목표.

국제습지연

대, Borneo 

Orangutan 

Survival 

Foundation 

(BOS), 

CARE  

International

, 파랑카라야 

대학

수마트라 

산림탄소파

트너십 

(SFCP)

　 27.6 3
직접 

지원금

광물질 토양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REDD접근방식과 

산림전용의 동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 

(참고: 2013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현재 없음

파푸아뉴기니　

양자 지원 0.4 2.4 1
직접 

지원금

국가 기후변화 

컨퍼런스 및 

기술고문의 배치 등 

　

총 자금조달 19.1 48.1 　 　 　 　

[표 4-6] 호주의 양자협력을 통한 재정 지원과 지출 내역

         출처: 노르웨이 정부

20) 자금조달/활동 범주구분은 다음과 같다.

범주 1: 컨설팅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REDD+ 전략과 행동계획 개발
범주 2: 국가 REDD+전략과 MRV 시스템 및 규제개혁의 개발을 포함한 역량구축활동의 구현 
범주 3: 시범 활동
범주 4: 배출감축을 위한 성과기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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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

(100만 달러)

 

범주

23)

유형 세부사항 파트너

 2010년까지     

라틴 아메리카  프로그램     

브라질      

Brazilian National 

Forest Inventory 에 

공헌

 0.61 3   
미  산림청, 

USAID

국가 바이오매스와 

탄소 비축량의 

측정을 위한 시범 

활동

 4 3  

REDD+프로젝트를 

위한 산림탄소 

측정분석포함 

브라질  산림청

콜롬비아      

산림 보존을  위해 

원주민과 
 1.3 4  성과기반 지불  

[표 4-7] 미국의 REDD+지출 내역

 
지출 내역

(100만 달러)

잠정적

(100만 달러)
재정 유형 세부 사항

 

2010년  

추산된 수치: 

미국의회 책정

2011년  

추산된 수치21)
  

세계은행  FCPF 

Readiness 또는 재정 

메커니즘

10 15 직접 지원금 

Readiness와  

Carbon Funds 

사이의 할당량은 

추후 결정

세계은행 FIP 20 95 직접 지원금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22)
** ** 직접 지원금  

총 양자협력 지원금 192 최소  204   

총 지원금     

할당되지 않은 지원금     

약속한 총 재정지원금 최소  222 최소  314   

출처: 노르웨이 정부

[표 4-8] 미국의 양자협력을 통한 재정 지원과 지출 내역

21) “2011”열의 데이터는 FY2011 예산에 대해 미 의회 대상으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나타냄. 미국 예사
는 매 해 결정되며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함. FY2011을 위한 기금은 아직 의회가 책정하지 않음.

22) FY10에 GEF 대상 미국의 총 기여는 86.5백만 달러고 대통령의 FY11 예산요청은 1억 75백만 달러였음. FY10

과 FY11의 REDD+ 지원금은 GEF 할당금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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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커뮤니티를 

보상하는 시범활동 

구축

과테말라      

산림토지관리를 

통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고정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체계 및 정책 수립 

지원

 1.5 1  

과테말라의 포괄적 

산림기반  탄소배출 

감축 이니셔티브 

보완 목적

USAID, 과테말라 

정부

가이아나      

국가 산림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 지원
 1.12 1  

REDD+ 베이스라인 

선정에  도움
미 산림청, USAID

REDD+활동과 

인벤토리 및 MRV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가이아나  

임업위원회 대상 

교육

미 산림청

가이아나의 저탄소 

개발 전략과 

REDD+를 위한 

원주민 커뮤니티 

역량 강화

    
USAID, 기타 

기부국가들

멕시코      

국가  

기후변화전략과 

REDD+ 전략 개발 

및 실행

 3
1, 2, 

3
 

Yucatan주의 

지역REDD+  설계, 

현존 REDD+ 

readiness 시범활동 

평가 등을 통한 

프로젝트

USAID, 미 

산림청,  멕시코 

국립 산림 위원회, 

멕시코 정부

아시아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Peat  land 배출 정

보 개선, 탄소 

Dynamics의 이해, 

peat land와 열대우

림 매핑 및 모니터링

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

 15    미 산림청, USAID

SOLUSI 이니셔티브 136   
산림전용과  

기후변화 위협에 

USAID,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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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국가 

열대숲, 야생동물 

및 생태계를 

보존하는 프로그램 

포함

정부기관

인도      

산림탄소인벤토리  

구축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5 2   USAID

히말라야  동부지역      

산림  인벤토리 및 

모니터링 관련 경험 

및 기술 교환

 2  

기후변화가 

산림수계유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도움. 후에 

REDD+활동을 위한 

산림탄소 

모니터링으로 연장 

가능성

미 산림청, 인도, 

네팔, 부탄 정부, 

NGOs

캄보디아      

캄보디아 산림과  

REDD+관련법, 정책 

및 제도 강화/MRV 

등 준비 단계

 3 1   USAID

아시아  지역 개발 미션 (RDMA; Regional Development Mission in Asia)

Responsible  Asia 

Forestry and Trade 

(RAFT)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우아뉴기니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의 활동 

지원

 

아시아 지역 생물다

양성 보존 프로그램
   

베트남에서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PES; payments 

for forest 

environmental 

services) 프로그램 

시범 활동

 

아프리카 프로그램      

서 아프리카      

STEWARD 프로그램    

기니, 

아이보리코스트,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있는 

미 산림청, U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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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Guinea 산림 

생태계 보존과 관리 

지원

우간다      

Albertine Rift와 우

간다 북부지역 커뮤

니티와 재식림 프로

젝트 및 자연림 관리

 1.5    USAID

잠비아      

산림전용의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지원

 2 1  

국가 REDD+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수단

USAID

주최국 감축 프로젝트/활동 연구 기관

인도네시아

Central  Kalimantan 주에서의 REDD+
미츠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Gorontalo주에서의 REDD+와 바이오연료 생산 

및 이용

가네마쓰社

(Kanematsu Corporation)

Jambi주에서 Peatland 재습윤과 볏껍질 기반 발

전을 통한 Peatland  황폐화 방지

시미즈社

(Shimizu Corporation)

캄보디아 Prety Long 지역에서의 REDD+

일본국제보존협회

(Conservation 

International Japan)

베트남
Son  La주에서 재녹화와 Woody biomass기반 

발전을 통한 REDD+

스미토모임업

(Sumitomo Forestry)

브라질 Acre주에서의 REDD+
마루베니社 (Marubeni  

Corporation)

앙골라
황폐지의  재녹화와 Woody biomass chips 연료

화를 통한 REDD+

PricewaterhouseCoopers

Aarata Sustainability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노르웨이 정부자료 보완

[표 4-9] 일본의 양자간 배출권 상호인정방식 타당성 조사 중 REDD+ 관련 내용 (2011년)

출처: 일본 환경부

23) 자금조달/활동 범주구분은 다음과 같다.

범주 1: 컨설팅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REDD+ 전략과 행동계획 개발
범주 2: 국가 REDD+전략과 MRV 시스템 및 규제개혁의 개발을 포함한 역량구축활동의 구현 
범주 3: 시범 활동
범주 4: 배출감축을 위한 성과기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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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

(100만 달러)

잠정적

(100만 달러)
유형

　 2010년까지 2010-2012 　

중국 　 　 　

기술적 원조 (TA; technical 

assistance)
43 1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30 　 직접 지원금 

융자금 (loan) 937 　 융자금 

인도 　 　 　

기술적 원조 3 　 직접 지원금 /TA

융자금  927 47 융자금 

베트남 　 　 　

기술적 원조 23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81 　 직접 지원금 

인도네시아 　 　 　

기술적 원조 33 　 직접 지원금 /TA

융자금  20 9 직접 지원금 

브라질 　 　 　

기술적 원조 31 　 직접 지원금 /TA

튀니지 　 　 　

 
지출 내역

(100만 달러)

잠정적

(100만 달러)
세부 사항

 2010년까지 2010-2012  

세계은행  FCPF 

Readiness 또는 재정 

메커니즘

10   

Global Environment 

Facility
1,556  제1, 2, 3, 4차 GEF 보충금 포함

ITTO 79   

총 양자협력 지원금 2,365 163  

총 지원금 4,010 163  

할당되지 않은 지원금    

약속한 총 재정지원금  약 500  

[표 4-10] 일본의 REDD+지출 내역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표 4-11] 일본의 양자협력을 통한 재정 지원과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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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27 　 융자금

모로코 　 　 　

융자금 28 　 융자금

미얀마 　 　 　

기술적 원조 14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13 　 직접 지원금 

말레이시아 　 　 　

기술적 원조 21 　 직접 지원금 /TA

라오스 　 　 　

기술적 원조 13 1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4 13 직접 지원금 

세네갈 　 　 　

기술적 원조 15 　 직접 지원금 /TA

부르키나파소 　 　 　

기술적 원조 9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3 　 직접 지원금 

태국 　 　 　

기술적 원조 7 　 직접 지원금 /TA

에티오피아 　 　 　

기술적 원조 7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15 　

캄보디아 　 　 　

기술적 원조 7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8 　

니카라과 　 　 　

기술적 원조 5 　 직접 지원금 /TA

말라위 　 　 　

기술적 원조 5 　 직접 지원금 /TA

케냐 　 　 　

기술적 원조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5 10 직접 지원금 

필리핀 　 　 　

기술적 원조 4 　 직접 지원금 /TA

네팔 　 　 　

기술적 원조 4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5 직접 지원금 

기타 　 　 　

기술적 원조 45 3 직접 지원금 /TA

직접 지원금 　 52 직접 지원금 



[부록 3] 선진국의 REDD+ 지출 내역❘127

융자금 　 　 　

총 지원금 2,365 16524) 　

총 기술적 원조 295 5 　

총 직접 지원금 151 111 　

총 융자금 1,919 47 　

      출처: Voluntary REDD+ Database 보완

24) COP15에서 일본은 2010-2012년간 5억 달러를 REDD+지원 (양자, 다자) 하기로 약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