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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림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보
고서와 교토의정서에 온실가스 흡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탄소흡수
원인 산림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
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본 제도는 시범운영 과
정에 있으며, 녹색사업단,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4 개의 기업들
(한국공항공사, 신세계, 한국예탁결제원,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참여
하고 있다.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제도의 장애
요인 및 문제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 행위자
들간의 상호작용, 그들의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정책네
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본 제도의 장애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외부요인으로는 환경·제도적 요인, 내부요인으로는 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구조로 각각 분석요소로 두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경·제도적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참여기업들의 제도에 대
한 인식부족, 정체성 혼란 그리고 다소 어려운 용어들로 인한 기업
내부에서의 이해부족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와 대
상지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으며 30 년이라는 사업기간도
참여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산림탄
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유형과 담당부서 그리
고 본 제도에 참여한 동기 및 기대이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전화 또는 e-mail 을 통해 이루어졌다. 행위자들간에는 전반
적으로 협조적이고 특별한 갈등은 없었으나 기업들과 사업대상지
를 관리하는 조직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정보공유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위자들간의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과정별 (사업참여
결정단계, 사업계획단계, 사업타당성평가 단계, 사업실행단계) 정보,
협력, 신뢰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전 과정에서 신뢰네트워
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들간의 정보공유나 협력하는
것에 반해 그들간의 신뢰관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조직들과 기업들간의 정보
교류나 신뢰 관계는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거의 모든 과정에서 산
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및 가이드라인과 교육프로그램이 제
시되어야 하겠다. 둘째, 기업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는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각 사업 단계별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본 제도의 네트워크
내에서 산림탄소상쇄센터가 사업단계별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중추
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정책네트워크이론을 분석틀로
써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최초의 연구
로 가치를 갖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Forest, Carbon Offset, Enterprises’ participation, Policy Network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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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 배경

산림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보고서와
교토의정서에 온실가스 흡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을 통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고정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GalikChristopher & B.JacksonRobert,
2009). 산림청은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
표를 원활히 달성하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산림탄
소상쇄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동시에 산림화가 많이 진행된 우리의 숲을 경제적 관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선진국들에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0 년 4 월에 시범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녹색사업단,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4 개의 기
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산림탄소상쇄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
1

다. 이에 따라 국내 학계의 연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
지의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이 사업
은 아직 시범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각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기업들은 온실
가스배출을 상쇄시키고 기후변화대응에 한 몫 했다는 사회공헌적인 면이
부각되어 기업홍보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탄소상쇄제
도의 기업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 제도의 장애요인 및 문제
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한 연구들은 드물다.
특히 행위자간 상호관계나 정책변동의 역동성을 종합적이며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정책네트워크 접근은 효과적인 분석 방법들 중 하나다. 현재, 산림탄소상
쇄와 관련된 정책네트워크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본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겪는 장애요인들을 도출하여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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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제도적인

목적은

측면뿐만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아니라

행위자,

참여하면서

현황과

상호작용,

겪었던

사업진행

네트워크

장애요인들을

또는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발히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3

Ⅱ. 이론적 배경
2.1 탄소상쇄
2.1.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개념
탄소상쇄(Carbon Offset)란, 개인이나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의 크레딧으로 상쇄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림탄소상쇄(Forest Carbon Offset)는 탄소흡수
원인 산림을 이용하여 탄소 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2011). 산림을 이용한 탄
소상쇄사업으로 산림조성, 산림전용 방지, 목질바이오매스 및 목제품 이
용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2010 년부터 시범으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산
림조성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
를 비전으로 삼고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
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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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해외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 현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 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부속서Ⅰ국가에 속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탄소시장의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본다. 특히 온실가스 흡수에 있어서 산림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산림분야의 활동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전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의 약
46%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 사업이 산림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2.1.3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비부속서Ⅰ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상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 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산림청에서는 그 일환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시범 사업 중에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기구로는 크게 산림탄소상쇄센터, 검증기관,
인증위원회 등 3 개로 구분된다.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2011) ‘산림탄
소상쇄센터’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접수 및 등록, 인증서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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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현재 녹색사업단에서 본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검증기관’이란 문서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실적·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며, 시범운
영기간 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담당한다.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2011) ‘인증위원회’는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인증(혹은 크레딧)의 발행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10 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센터에서 담당한다. 2 차년도 이후부터는 인증위원회의
역할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아직 본 제도의 진행이 인
증심의 과정까지 진행되지 않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절차흐름도는 <Figure1>과 같이 나타난다. 산
림탄소상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해당 신청서류(PDD)를 작
성하여 센터에 제출하며, 사업신청 서류에는 대상지의 위치 및 현황, 사
업기간, 산림조성 및 관리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술한다.
2011 년부터 한국공항공사, 신세계㈜, 한국예탁결제원, 자연환경국민
신탁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신세계㈜는 2011
년에 사업을 신청하여 이미 사업실행 및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한국예탁
결제원과 자연환경국민신탁도 2012 년에 사업을 신청하여 실행 중에 있
다. 각 기업마다의 현황은 <Tabl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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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low of Korean Carbon Offse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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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atus of Korean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구분

한국공항공사

신세계㈜

한국예탁결제원

자연환경국민신탁

사업유형

산림조성사업

산림조성사업

산림조성사업

산림조성사업

2011.03-

2011.04-

2012.05-

2012.04-

2041.02(30 년)

2041.03(30 년)

2042.04(30 년)

2022.03(10 년)

국유림

국유림

군유림

국유림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평창군

6.8ha

10ha

2.46ha

2.7ha

소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1,650tCO2

2,520tCO2

2,520tCO2

-

사업실행

사업실행

사업실행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사회 공헌형

사업기간
소유주
사업대상자
위치

사업면적
수종
이산화탄소
예상흡수량

사업추진
단계
기타

소나무, 자작나무,
왕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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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2012.4.13
사업승인
-

2.1.4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상의 위협요인
기존 연구에서 연구 되었던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상의 위협요인
을 보면 다음 <Table 2>과 같이 재정적, 산림경영, 사회적, 자연적 교란
의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위협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산림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본

제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위협요
인과 제도상의 장애요인 또는 위협요인에 대한 분류는 명시되어있지 않
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제도상 또는 참여자들간의 상
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의 분석으로부터 장애요인 및 위협요인을 규명
하여 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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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isk categories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Categories

Financial

Risk Type

Description

Financial Failure leading to
bankruptcy

Illegal Harvesting
Management

Financial Failure can lead to
bankruptcy and alternative
management decisions to generate
income that result in reversals
through overharvesting or conversion
Loss of project stocks due to timber
theft

Conversion to Non-forest uses

Alternative land uses are exercised at
project carbon expense

Over-harvesting

Exercising timber value at expense of
project carbon
Changing climate policy

Social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and/or accounting guidelines
Lack of liquidity across accounting
standards

Various Social Risks

Environmental justice
Employment effects
Environmental perceptions

Natural
Disturbance

Accuracy of
Carbon Stocks
Estimates

Wildlife

Loss of project carbon through
wildlife

Disease/Insects

Loss of project carbon through
disease and/or insects

Storm-related damage

Loss of project carbon from wind,
snow and ice, or flooding events

Statistical Confidence

Quality of inventory estimate
determined by variability in forest
conditions and samplin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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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네트워크 이론
2.2.1 정책네트워크 개념
정책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네트워크분석
(network analysis)을 정책과정의 연구에 접목하고자 한 것으로 설명된다
(최흥석·홍성만, 2004). 네트워크란, 행위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써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들간의 상호작용
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정책네트워크 접근은
정책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분석방법 중 하나이
다 (황병상&강근복, 2004).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간의 관리현상을 절충하는 대표적인 중 범위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
며,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기술하는데 탁월하며,
정책과정과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Rhodes & Marsh, 1992).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 간의 참여구조와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은 정책행위자들간의
연계와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관현·최조순·최근희, 2011).
정책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행위자는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지, 그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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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또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관계(네트워크)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분석 변수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
래의 <Table 3>은 정책네트워크분석을 위하여 학자들이 사용되어왔던
다양한 분석변수들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분석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행위자,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그들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주요 분석
변수로 설정하여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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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receding researches of policy network
연구자
Collins(1995)
Cope(2001)
Daugbjerg(1998)
DÖhler(1991)
Jordan and
Schubert(1992)
Knoke et al.(1996)
Marin and
Mayntz(1991)
Rhodes and
Marsh(1992)
Montpetit(2005)
Rhodes(1988)
Waarden(1992)

분석 변수
경계, 멤버십 유형, 연계유형, 관계의 강도 및 밀도,
조정유형, 집중화, 안정성, 관계의 성격
계속성 내지는 안정성, 멤버십, 자원, 권력균형
멤버십, 통합, 제도화
네트워크구조,

행위자

및

연합,

거버넌스

상호작용 유형, 네트워크의 전략적 선택성
제도화의 수준, 행위자의 수, 정책결정의 배열 범위
정책영역,

정책행위자,

정책이해,

권력관계,

정책부문, 정책행위자, 조직간 관계로서의 구조, 집합적
행동, 권력관계, 전략적 상호작용
멤버십, 통합, 자원, 권력
네트워크의 다양성, 능력의 분포, 상호연결, 응집성
이해관계의

배열,

구성원,

수직적

독립성,

행위자,

기능,

구조,

제도화,

행위규칙,

권력관계,

행위자의 전략

강동완(2008)

행위자, 권력, 상호작용, 관계구조
외생적

조건,

기존정책,

행위주체와

옹호연합,

정책네트워크 내 상호작용, 정책산출
정책행위자,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관계구조

김만배·김성재(2004)

행위자이익,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

김성제(2003)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

김순양(2005)

수평적

독립성, 자원배분

네트워크의 배제성, 행위자들간의 상호의존성

김경주(2003)

집합적

행동, 정책결과

Yishai(1992)

강은숙(2001)

구조,

네트워크구조(멤버십구성,

주도적

참여자,

참여자의

이해, 게임규칙의 준수), 상호작용(상호작용의 기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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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김순양(2009)

참여자의 수, 주도적 행위자, 정책이해, 상호작용

김영종(2005)

행위자, 권력분포, 상호작용

김옥일(2008)

주요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

김태영(2008)

멤버십, 행위자, 상호작용

류영아(2006)

상호작용의 빈도, 성격, 경로

배응환(2001)

정책행위자, 정책이익, 권력관계, 상호작용통로

신영균(2003)

행위자, 기능, 상호작용의 관행, 권력분포

여관현·최조순·최근희
(2011)
이계영(2001)
이광재(2010)
진상기(2009)
황병상·강근복(2004)

행위자, 상호작용, 연계구조
참여자, 상호의존성, 영향력, 네트워크구조
정책참여자(구성원,

참여자의

이해,

권력관계),

상호작용(상호작용의 속성, 연계형태)
행위자특성, 상호작용, 네트워크구조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연계구조

또한,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하나의 '모형(model)'으로 이해하는 시각
으로 보고 정책네트워크를 특정 정책영역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 관
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정의 하면서 정책네트워크를 하나의 분석도
구로 사용하였다(김성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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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Table 3>와 같이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많
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2>와 같이 선행연구들 중에서 많이 사용된
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정책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하였다.

1) 행위자
행위자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참여자이며, 정책과 관련하여 자
신의 이익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이나 개인을 말한다. 따라
서 정책결정과정의 결정은 그들의 참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책네
트워크 내의 행위주체는 각각의 선호하는 정책과 목표, 전략 등에서 차이
를 보인다.

2)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행위자들 간의 자원교환의 동기이며,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유지된다(Jordan·Schbert, 1992). 이에 상호작
용은 관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활
동으로 정책네트워크의 핵심요소이다(고길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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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구조
정책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떠한 형태로 네트워
크가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다.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는 행위자들간의 관계
가 구성하는 패턴을 의미한다(Waarden, 1992).

Figure 2 The Elements of Policy Network (Sung-Eun Lim et.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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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 연결망 이론

2.3.1 사회 연결망 분석의 정의
연결망 분석은 기존의 개별적 속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통계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개별 행위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적 속성을 분
석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방법론이다. 따라서 사회 연결망 분석의 목적
은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
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김용학,

2007). 연결망 분석의 특징을 사회적인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으
로 사회연결망이라 하는데, 사회연결망 분석은 사회적 관계(혹은 연결망)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사회연결망분석은 조직들간의 연결관계를 분석하여 조직간의 관
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
직들을 밝혀냄으로써 연결망의 중요한 위치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
어낼 수 있다(Scott, 2000; Hanneman, 2001; 고길곤, 2007).
본 연구에서는 NetMiner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
을 실시하였다. NetMiner 는 국내벤처기업인 사이람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으로서, 자료의 입력과 편집, 네트워크의 분석, 그리고 그
래프 출력까지를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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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며, 또한 기본적인 분석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

2.3.2 사회 연결망 분석의 핵심 개념
1) 연결망 결속
연결망 결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연결 정도(degree)와 밀
도(density)가 있다. 연결 정도는 한 누드가 맺고 있는 다른 누드의 숫자
로, 연결 정도가 높은 누드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정보의 흐름에
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밀도는 연결 가능한 총 링크 수 대비 실제
링크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2) 중심 성(Centrality)
중심 성(Centrality)란 중앙에 위치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네트워
크 상에서 누드가 차지하는 지위(status)를 의미한다.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김용학, 2007).

네트워크의 중심 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중심성은 연결중심 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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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된 노드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은 노드간에 많은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안에
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학, 2007).
근접중심성은 한 점의 전체 중심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다
른 노드들과의 근접성(closeness) 혹은 거리(distance)로 측정할 수 있다
(김용학, 2007). 즉, 근접중심성이 높은 것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인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노드들과 매우 근접한 거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네트워크 내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간의 최단경로 위에 위치
하면 할수록 그 노드사이의 매개중심성은 높아진다. 즉, 매개중심성은 다
른 노드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김용학,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간의
정보, 협력, 신뢰 네트워크들의 중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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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가담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
석하였다.
이해당사자들은 본 제도를 기획·추진한 산림청과 산림탄소상쇄센터
인 녹색사업단, 검증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사업대상지를 관리하는 서울
국유림관리소, 수원국유림관리소, 구미국유림관리소, 평창군청 산림과, 그
리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 개의 기업(신세계, 한국공항공사, 한국예탁
결제원, 자연환경국민신탁)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실시
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정보, 신뢰, 협력 네트워
크 구조를 사업 진행단계 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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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r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argets
산림탄소상쇄제도 인터뷰 및 설문 대상 조직
산림청
탄소상쇄센터(녹색사업단)
국립산림과학원
신세계
한국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자연환경국민신탁
환경과 로하스
북부/남부 지방 산림청
평창군청
국유림관리소
(서울, 수원, 구미)
산림조합
(연천군, 화성·수원·오산, 평창군)
영림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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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변수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동적 관계
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모형이나, 네트워크 자체의 분석에 치중하다
보면, 환경적, 제도적 맥락의 분석에 대한 부분이 정책을 제안하는 데에
부족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분석 틀
로서 사용하되, <Table 5>과 같이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외부요인으로는 환경·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의 전반적 특성 및 외부환경을 보고자 하였고, 내부요인으
로는 행위자, 행위자간 상호작용, 행위자간 네트워크 구조를 보았으며 산
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 및 특성,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화나 특성,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보교환, 협력체계, 신뢰관계구
조를 보았다. 이렇게 네 가지의 분석 요소를 통하여 기업이 본 제도에 참
여하면서 겪었던 장애요인 및 제도상의 어려웠던 사항들을 파악하여 해
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업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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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factors of Policy Network Analysis
분석 요소
외부요인

환경 ∙ 제도적
요인

내부요인

연구 방법

문헌연구, 인터뷰

행위자

문헌연구, 인터뷰

상호작용

문헌연구, 인터뷰

네트워크 구조

연구내용
제도의 전반적 특성 및
외부 환경

참여동기 및 특성
행위자간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특성

인터뷰,

정보교환, 협력체계,

사회 연결망 분석

신뢰관계 구조

3.2.1 환경 · 제도적 요인
환경·제도적 요인은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한계를 뒷받침해주는 역할로
써, 정책네트워크상의 외부 요인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및 제도 외부
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산림탄소상쇄제
도의 전반적 특성 및 외부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고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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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행위자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누구인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들이 정책에 참여한 동기와 기대이익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들의 특성과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기대이익, 입장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2.3 상호작용
행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면, 상호작용적 특성을 분석을 한다.
이는 그들간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의
사소통 하는지, 정보교환을 하는 데 어떤 특성을 갖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의
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2.4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구조는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관계의 구조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과정별
행위자들간의

정보교환,

협력체계,

신뢰관계에

대한

구조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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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분석 틀
앞에서 언급한 분석 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도식화
하면 다음의 <Figure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분석 틀의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3 The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있어서 환경·
제도적 특성 분석을 하였고, 본 제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참여동기 및
특성 분석을 통하여 행위자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행위자들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네
트워크 내의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

Ⅳ. 결과 및 고찰
4.1 산림탄소상쇄제도 정책네트워크 분석
4.1.1 환경 · 제도적 요인
환경·제도적 측면의 분석결과로는 제도의 특성, 대상지, 절차와 기간
그리고 홍보의 유형으로 그의 장애요인을 분류하였다.
먼저, 제도적인 특성 부분에서는 기업이 인식하는 상쇄사업의 정체성
문제가 있었다. 참여하는 기업마다 본 제도를 관할하는 부서가 사회공헌,
녹색경영, 기업윤리, 비영리단체로 모두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업
이 사회공헌사업인지 탄소 배출권 획득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제도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이다. 산림청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기업들에게
홍보 할 때 녹색관련 부서가 많지 않아 기업윤리나 사회공헌 부서로 접
근한 것이 원인으로 들 수 있겠고, 또한 기업 측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본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
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서 참

여하는 기업들로부터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 받았으나, 또 한편 제도를 운
영하는 조직들 입장에서는 2 차년도 시범사업을 수립하면서 절차를 간소
화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본 제도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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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의 높은 난이도와 관련 교육 및 정보의 부족, 그리고 산림탄
소상쇄제도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먼저 용어적인 면에서도 비 전문
가입장인 기업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갔으며,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이 설비되어 지지 않아서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입장에서는 기존의 매뉴얼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심지어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검색엔진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
례도 있었다. 그리고 조직들의 특성상 보직이 자주 교체되는 관계로 제도
운영기관과 현장관리기관, 그리고 제도참여 기업들 모두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어려워 지속성에 대한 문제도 도출되었다.
대상지의 문제로는 근본적으로 사업적격대상지가 부족하고 배분에
대한 문제와 대상지 규모가 매우 작고 기업 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
역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국유림 또는 군유림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군유림과 국유림은 사유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지에 위치하
여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의 입맛에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로 몇 군데 추천이 들어왔으나 기업의 기호에 맞지 않
아서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상지는 주로 무단 점유농경지나 목축농
경지가 조림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기존에 그 토지
를 사용하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즉시 사업에 착수
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바로 참여하지 않거나, 사업추진 시기와 대상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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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의 문제로
당시에는 대상지가 확보되었으나, 시기를 놓치면 그 대상지는 청에서 식
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래 산
림탄소상쇄제도의 목적을 잘 인지를 못한 탓인지, 기업의 홍보효과를 위
한 이벤트성으로 제도를 실행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 제도에 참여할 때 ‘접근성’이라는 조건을 따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절차와 기간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이 30 년이라는 기간으
로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된다는 점이 있었다. 그리고, 차기 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 특히 공기업에서는 차기 년도 예산과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전년도에
반영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참여에 원활한 예산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홍보 면에서도 내용이나 수단 면에서 장애요인이 발견되었다. 산림탄
소상쇄제도와 같은 분야에 대해 생소한 기업 입장에서 본 사의 상관들에
게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어렵고, 용어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홍보내용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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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이 필요하겠다. 또한, 시범사업기간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환경·제도 면에서의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내용과, 기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단계별 가이드라인이 제시 되어야 하겠다. 대상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유림과 군유림에 한정을 두었던 지역에서 잠
재성 있는 대상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하는 담
당자들을 위한 집중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들

의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사업 기간에 대한 논의 와 기업의 유형별 특성
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겠다.

4.1.2 행위자
사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역할은 <Table 6>에서 정리
한 바와 같다. 본 제도를 총괄하는 산림청, 사업대상지의 실 산주인 국유
림관리소와 지자체(평창군청 산림과), 시범사업동안 검증기관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신청기관인 산림탄소상쇄센터(녹색사업단), 인증기
관인 한국임엄진흥원,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한국공항
공사, 신세계, 한국예탁결제원, 자연환경국민신탁) 와 사업자와 협업하여
파트너로써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산림조합과 기술사사무소가 있다.
본 제도를 주관하는 산림청에서는 초기에 진행하면서 주로 민간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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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참여하기를 원하여 전자, 중공업, 자동차 등 분야별로 접촉을 하였
으나 여건 상 위의 4 개의 기업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Table 6 Actors and their role
역할

행위자(조직)

제도 총괄 기관
산주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서울, 수원, 구미)

(관리소, 지자체)

평창군청 산림과

검증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신청기관

산림탄소상쇄센터(녹색사업단)

인증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사업자

신세계

(기업 등)

한국예탁결제원
자연환경국민신탁

현장 관리

지역산림조합(연천군, 화성수원오산, 평창군)
영림기술사

행위자적 특성을 보면, 우선 기업의 유형별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
여하는 동기 및 기대이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고(Table 7), 같은 유형
의 기업 이여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는 사회공헌부서와 녹색경영부서가
존재하는데 본 제도는 녹색경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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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는 사회공헌 부서가 맡고 있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참여동기에
정부의 녹색경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공기업과 사기
업 외에 자연환경국민신탁이라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참여하고 있었
는데, 이 조직은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조직으로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활
동 촉진 및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몇 몇 기업은 초기에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배출권 확보를 위하여 참
여 하다가 사회공헌 또는 기업홍보기능에 비중을 두어 기존의 목적이었
던 배출권 확보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재 모든 기업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비중이 큰 편이 아니어서 그만
큼 큰 관심 또한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참여하는 기업뿐만 아니
라 사업대상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른 사업들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여 그만큼 관심과 관리가 부
족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회공헌 활동이라 여겨 기존의 사회공
헌 활동과 같이 기업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조직들이 있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는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이 모두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대 이익과
기업의 특성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각 특성에 맞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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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의 녹색경영평가를 강화 시키거나 산림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지급을 하는 방식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유도하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 다른 사업들에 비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Table 7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xpected profits of enterprises
기업명

기업 유형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신세계

사기업

참여동기 및 기대이익
- 배출권 확보
- 기관 녹색경영평가 대비
- 배출권 확보
- 사회공헌
- 기관 녹색경영평가 대비

한국예탁결제원

공기업

- 사회공헌
- 배출권 확보

자연환경국민신탁

사단법인

-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 및
참여 확대

그리고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기업)들은 산림사업
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이해수준을 갖고 있었고, 관련 정보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실행단계
나 절차상에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일이 산림탄소상쇄센터나 산림
청으로 매번 연락하여 묻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
부적인 내용이 담긴 매뉴얼이나 정보전달을 위한 시스템 또는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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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산림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 전문가들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지방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
고 지역 산림조합 등의 조직들의 본 사업에 대한 취지 및 목적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참여자들과의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현장관리 조직에서는 실제로 본 사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들
중에서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할 필요성 조차 못 느
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총괄하는 조직인 산림청, 검증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신청기관인
산림탄소상쇄센터 모두 산림청이라는 한 조직의 산하기관으로써 본 사업
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 모두 한 조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고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조직들이 그 과정마다 각각
다른데 한 조직으로 착각하여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나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본 사업 추진 시에는 잠재적 참여대상 기업들의
특성 및 유형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겠
다. 그리고, 본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모두 산림탄소상쇄
제도에 대한 이해와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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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상호작용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의사소통은 e-mail 또는 전화로 진행되었고, 산림탄소상쇄제도
단계별 이해당사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달라진다. 이로 인하여 사
업 단계별로 기업측에서는 어느 조직에 보고 및 정보 교환을 해야 하는
지 모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사업에 대한 비전, 당위성 및 목표에 대
한 공유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진행하면서 현장과 기업간에 실시한 커뮤니케
이션 문제와 모든 이해당사자들간의 정보공유 문제도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단계마다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사업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또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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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1.4 네트워크 구조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들간의 협력체
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사회 연
결망 분석을 실행하였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추진결정, 사업계획, 사업타당성평가,
사업실행의 네 과정으로 진행 중이며, 각 단계는<Table 8>과 같이 정리
된다.

Table 8 The operating process of Carbon Offset Project
사업단계
사업참여결정

설명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또는 참여) 여부의 결정을 위하
여 조직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
사업추진(또는 참여)결정 후, 사업 참여 기업이 실제로 사

사업계획

업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산림보전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산
림탄소상쇄센터에 제출하는 단계
기업에서 산림탄소상쇄센터로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검증기관(국립산림과학원)이 사업타당

사업타당성평가

성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 (검증과정은 사업계획서 검토, 실
제사업대상지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진행되고, 평가
결과는 산림탄소상쇄센터로 보고됨.)
사업타당성 평가 후, 참여 기업들이 사업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실행

사업을 시작하고, 산림탄소상쇄센터의 심사 후 사업등록을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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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이 네 단계별로 행위자들의 정보, 협력, 신뢰 네트워크 구조
를 파악하였다.
우선 연결구조를 정리하면 <Table 9>과 같다. 여기서 연결 정도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밀도란
전체 노드 간 생성 가능한 링크 수 대비 실재 링크 수를 측정한 것으로
써,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네트워크 관계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Table9>을 보면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신뢰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
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신뢰
네트워크 관계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네 과정 중 사업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
협력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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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egree and Density of Network

정보
네트워크
Degree

협력

연결정도

네트워크
신뢰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Density

협력

밀도

네트워크
신뢰
네트워크

사업참여결정

사업계획

사업타당성평가

사업실행

32

29

27

29

32

29

23

28

26

27

27

25

9.4%

8.5%

7.9%

8.5%

9.4%

8.5%

6.7%

8.2%

7.6%

7.9%

7.9%

7.3%

4.1.4.1 사업추진결정 과정에서의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구조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사업추진결정 과정에서는 산림청의 연결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중심성값이 정보, 협력, 신뢰 네트워크에서 모두 높게 나타
났다(Table10). 분석 결과, 산림청의 경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고
총괄하는 기관으로 사업추진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참여결정과정에서 다른 조직들에게 본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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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네트워크에서는 <figure 4>과 같이 산림청에서 대상지 확보를 위
하여 지방산림청과 군청, 그리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정보를 얻었고, 기
업은 같이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주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
뷰 결과에서도 1 차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에게 2 차년도에 참여한 기
업이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정보나 유의 사항 등을 구하기 위하여 접
촉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세계,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은 교류가 있는 반면 성향이 조금 다른 자연환경국민신탁과는 교류가 따
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참여하는 동기나 목적이 다르고 기업이
아닌 비영리조직이라는 특성으로 교류가 안 된 것으로 보이며 2 차년도
에 참여한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특별한 자문기구 없이 주체적으로 활동하
였기 때문에 1 차년도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에게 굳이 접촉을 안 한 것으
로 사료되어진다.
신뢰네트워크에서는 <Table10>과 <figure 6>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정보, 협력네트워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행위자 간에 정
보교환과 협력을 하지만 신뢰도는 떨어진 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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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centrality values in decision making stage
1. 정보 네트워크
Degree
조직

Closeness
값

산림청

0.2778

남부지방산림청

0.1667

북부지방산림청

조직

Betweenness
값

산림청

조직

값

0.3462

산림청

0.2876

북부지방산림청

0.3056

한국예탁결제원

0.0817

0.1667

환경과로하스

0.2924

평창군(산림과)

0.0686

환경과로하스

0.1667

국립산림과학원

0.2778

신세계

0.0458

국립산림과학원

0.1667

남부지방산림청

0.2647

남부지방산림청

0.0376

평창군(산림과)

0.1111

산림탄소상쇄센터

0.2646

자연환경국민신탁

0.0376

한국공항공사

0.1111

수원국유림관리소

0.2415

구미국유림관리소

0.0229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서울국유림관리소

0.2415

한국공항공사

0.0033

산림탄소상쇄센터

0.1111

평창군(산림과)

0.2368

평창군산림조합

0.0556

구미국유림관리소

0.2250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1875

수원국유림관리소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1667

서울국유림관리소

0.0556

한국공항공사

0.1667

한국예탁결제원

0.0556

평창군산림조합

0.1502

신한은행

0.0556

신한은행

0.0741

신세계

0.0556

신세계

0.0556

2. 협력 네트워크
Degree
조직

Closeness
값

조직

Betweenness
값

조직

값

산림청

0.2222

산림청

0.3214

산림청

0.3105

국립산림과학원

0.2222

국립산림과학원

0.3086

신세계

0.1258

남부지방산림청

0.1667

남부지방산림청

0.2778

자연환경국민신탁

0.0882

북부지방산림청

0.1667

북부지방산림청

0.2778

한국예탁결제원

0.0866

평창군(산림과)

0.1111

산림탄소상쇄센터

0.2525

평창군(산림과)

0.0670

환경과로하스

0.1111

수원국유림관리소

0.2315

서울국유림관리소

0.0605

한국공항공사

0.1111

평창군(산림과)

0.2250

구미국유림관리소

0.0229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구미국유림관리소

0.2143

신세계

0.1111

서울국유림관리소

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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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센터

0.1111

환경과로하스

0.1916

평창군산림조합

0.0556

한국공항공사

0.1800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1800

수원국유림관리소

0.0556

신세계

0.1800

서울국유림관리소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1607

한국예탁결제원

0.0556

신한은행

0.1587

신한은행

0.0556

평창군산림조합

0.1462

3. 신뢰 네트워크
Degree
조직

Closeness
값

조직

Betweenness
값

조직

값

산림청

0 . 2 7 7 8 산림청

0.3025

산림청

0.1732

국립산림과학원

0 . 2 2 2 2 국립산림과학원

0.2735

구미국유림관리소

0.0425

서울국유림관리소

0 . 1 1 1 1 서울국유림관리소

0.2370

신세계

0.0294

북부지방산림청

0 . 1 1 1 1 산림탄소상쇄센터

0.2222

자연환경국민신탁

0.0261

한국공항공사

0 . 1 1 1 1 신세계

0.2094

서울국유림관리소

0.0229

신세계

0 . 1 1 1 1 수원국유림관리소

0.2092

산림탄소상쇄센터

0 . 1 1 1 1 북부지방산림청

0.2045

평창군산림조합

0 . 0 5 5 6 구미국유림관리소

0.1944

구미국유림관리소

0 . 0 5 5 6 한국공항공사

0.1944

수원국유림관리소

0 . 0 5 5 6 남부지방산림청

0.1616

평창군(산림과)

0 . 0 5 5 6 자연환경국민신탁

0.1433

남부지방산림청

0 . 0 5 5 6 평창군산림조합

0.0556

환경과로하스

0 . 0 5 5 6 평창군(산림과)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 . 0 5 5 6 환경과로하스

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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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ociogram of information network in decision making stage

Figure 5 The sociogram of cooperation network in decision mak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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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Sociogram of trust network in decision mak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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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사업계획 과정에서의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구조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업계획 과정에서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
면 사업추진결정단계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의 중심성값들이 높게 나
타났다. 본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서(PDD)를 작성하는 단계
로써, 여러 기업들이 환경과로하스라는 외부 기구로부터 자문을 얻었
다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환경과로하스의 매개중심성이 정보, 협력,
신뢰의 모든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
청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figure 7>와 같이 기
업들간의 정보교류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정보네트워크의 중심성값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공항공사는 본 제도가 개설되기 전부터 산림
탄소상쇄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오길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산림탄소상쇄
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목적이 분명하였다.
협력 네트워크의 특성으로는 정보네트워크와 중심성값과 소시오그
램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들간에 정보와 협력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뢰 네트워크에서는 정보와 협력네트워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
결정도도 적게 나타났으며 행위자들간에 서로 신뢰를 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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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아직은 시범단계에 이르고 있
고, 행위자들간에 의사소통 또는 교류가 활발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
일 수 있겠다.

Table 11 The centrality values in Planning stage
1. 정보 네트워크
Degree

Closeness

조직

값
산림청

조직

0.2778

국립산림과학원 0.1667
한국공항공사

Betweenness
값

조직

값

산림청

0.3232

환경과로하스

0.0523

국립산림과학원

0.2269

신세계

0.0436

0.1667 한국공항공사

0.1778 한국예탁결제원

0.0223

평창군(산림과)

0.1111 산림탄소상쇄센터

0.1538 자연환경국민신탁

0.0131

환경과로하스

0.1111 평창군(산림과)

0.1270 한국공항공사

0.0093

신세계

0.1111 환경과로하스

0.1250 구미국유림관리소

0.0033

산림탄소상쇄센터 0.1111 신세계

0.1250

영림기술사

0.0556 수원국유림관리소

0.1111

평창군산림조합

0.0556 서울국유림관리소

0.1111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신한은행

0.1111

수원국유림관리소 0.0556 평창군산림조합

0.0889

서울국유림관리소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0833

남부지방산림청

0.0556 영림기술사

0.0741

북부지방산림청

0.0556 남부지방산림청

0.0741

한국예탁결제원

0.0556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0556 북부지방산림청

0.0556

신한은행

0.0556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2. 협력 네트워크
Degree
조직

Closeness
값

조직

Betweennes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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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값

산림청

0.2778

국립산림과학원 0.1667
한국공항공사

산림청

0.3232

환경과로하스

0.0523

국립산림과학원

0.2269

신세계

0.0436

0.1667 한국공항공사

0.1778 한국예탁결제원

0.0223

평창군(산림과)

0.1111 산림탄소상쇄센터

0.1538 자연환경국민신탁

0.0131

환경과로하스

0.1111 평창군(산림과)

0.1270 한국공항공사

0.0093

신세계

0.1111 환경과로하스

0.1250 구미국유림관리소

0.0033

산림탄소상쇄센터 0.1111 신세계

0.1250

영림기술사

0.0556 수원국유림관리소

0.1111

평창군산림조합

0.0556 서울국유림관리소

0.1111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신한은행

0.1111

수원국유림관리소 0.0556 평창군산림조합

0.0889

서울국유림관리소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0833

남부지방산림청

0.0556 영림기술사

0.0741

북부지방산림청

0.0556 남부지방산림청

0.0741

한국예탁결제원

0.0556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0556 북부지방산림청

0.0556

신한은행

0.0556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3. 신뢰 네트워크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조직

값

조직

값

조직

값

산림청

0.2778

산림청

0.3025

환경과로하스

0.0294

국립산림과학원

0.2475

신세계

0.0261

국립산림과학원 0.2222
평창군(산림과)

0.1111 평창군(산림과)

0.1270 자연환경국민신탁

0.0131

환경과로하스

0.1111 환경과로하스

0.1250 구미국유림관리소

0.0033

한국공항공사

0.1111 한국공항공사

0.1250 한국공항공사

0.0033

산림탄소상쇄센터 0.1111 산림탄소상쇄센터

0.1250

영림기술사

0.0556 수원국유림관리소

0.1111

평창군산림조합

0.0556 서울국유림관리소

0.1111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영림기술사

0.0741

수원국유림관리소 0.0556 남부지방산림청

0.0741

서울국유림관리소 0.0556 신한은행

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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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0.0556 평창군산림조합

0.0556

북부지방산림청

0.0556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0556 북부지방산림청

0.0556

신한은행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0556

신세계

0.0556 신세계

0.0556

Figure 7 The sociogram of information network in plan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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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sociogram of cooperation network in planning stage

Figure 9 The sociogram of trust network in plan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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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사업타당성평가 과정에서의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구조
사업타당성평가 과정에서 눈 여겨 볼 특성은 협력네트워크 연결정도가
최저이고 이는 본 과정에서 정보교환과 신뢰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
위자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
른 과정에 다르게 산림청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탄
소상쇄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Table 12).
이는, 사업타당성평가 과정에서는 센터로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검증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체가 되어 실제 사업대상지를
방문 또는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되고 그 사항을 산림탄소상쇄센터로 보
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비해 본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
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정보 네트워크의 특성으로는 사업타당성평가를 위하여 사업대상지의 정
보를 얻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조직들과
참여하는 기업들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10).
협력네트워크를 보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산림
과학원과 산림탄소상쇄센터, 기업들, 현장관리 조직들과는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figure 11).
신뢰네트워크에서도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탄소상쇄센터의 연결중심성값
과 근접중심성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Table12), 이들간은 서
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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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centrality values in feasibility testing stage
1. 정보 네트워크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조직

값

조직

값

조직

값

국립산림과학원

0.2222 국립산림과학원

0.250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상쇄센터

0.1667 산림탄소상쇄센터

0.2222 자연환경국민신탁 0.0664

서울국유림관리소

0.1111 서울국유림관리소

0.2094 신세계

0.0501

환경과로하스

0.1111 환경과로하스

0.1944 연천군산림조합

0.0196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자연환경국민신탁

0.1818 구미국유림관리소 0.0196

신세계

0.1111 신세계

0.1818 한국예탁결제원

영림기술사

0.0556 영림기술사

0.1815

평창군산림조합

0.0556 평창군산림조합

0.1815

0.2680

0.0011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0.0556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0.1815
연천군산림조합

0.0556 수원국유림관리소

0.1815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평창군(산림과)

0.1815

수원국유림관리소

0.0556 한국공항공사

0.1815

평창군(산림과)

0.0556 연천군산림조합

0.1667

남부지방산림청

0.0556 구미국유림관리소

0.1667

북부지방산림청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1538

한국예탁결제원

0.0556 산림청

0.1512

한국공항공사

0.0556 남부지방산림청

0.1433

산림청

0.0556 북부지방산림청

0.1433

2. 협력 네트워크
Degree
조직

Closeness
값

조직

Betweenness
값

조직

값

국립산림과학원

0.2222 국립산림과학원

0.250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상쇄센터

0.2222 산림탄소상쇄센터

0.2500 자연환경국민신탁 0.0490

서울국유림관리소

0.1111 서울국유림관리소

0.2094 신세계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자연환경국민신탁

0.1818 구미국유림관리소 0.0196

신세계

0.1111 신세계

0.1818 한국예탁결제원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수원국유림관리소

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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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65
0.0392
0.0196

수원국유림관리소

0.0556 평창군(산림과)

0.1815

평창군(산림과)

0.0556 한국공항공사

0.1815

남부지방산림청

0.0556 구미국유림관리소

0.1667

북부지방산림청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1538

환경과로하스

0.0556 산림청

0.1512

한국예탁결제원

0.0556 남부지방산림청

0.1433

한국공항공사

0.0556 환경과로하스

0.1361

산림청

0.0556 북부지방산림청

0.0556

3. 신뢰 네트워크
Degree
조직

Closeness
값

조직

Betweenness
값

조직

값

국립산림과학원

0.2222 국립산림과학원

0.250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상쇄센터

0.2222산림탄소상쇄센터

0.2500 자연환경국민신탁 0.0458

서울국유림관리소

0.1111서울국유림관리소

0.2094 신세계

0.0458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산림청

0.2094 연천군산림조합

0.0196

신세계

0.1111 자연환경국민신탁

0.1818 구미국유림관리소 0.0196

산림청

0.1111 신세계

0.1818 한국예탁결제원

평창군산림조합

0.0556 평창군산림조합

0.1815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0.0556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0.1815
연천군산림조합

0.0556 수원국유림관리소

0.1815

구미국유림관리소

0.0556 평창군(산림과)

0.1815

수원국유림관리소

0.0556 한국공항공사

0.1815

평창군(산림과)

0.0556 연천군산림조합

0.1667

남부지방산림청

0.0556 구미국유림관리소

0.1667

북부지방산림청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1538

환경과로하스

0.0556 남부지방산림청

0.1433

한국예탁결제원

0.0556 북부지방산림청

0.1433

한국공항공사

0.0556 환경과로하스

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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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4

0.0196

Figure 10 The sociogram of information network in feasibility testing
stage

Figure 11 The sociogram of cooperation network in feasibility test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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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sociogram of trust network in feasibility testing stage

52

4.1.4.4 사업실행 과정에서의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구조
사업실행과정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실제 사업을 실행하면
서 현장 관리 조직인 국유림관리소, 평창군청, 지역 산림조합들과의 관계
가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산림탄소상쇄센터의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정보 네트워크에서는 참여 기업들간, 기업들과 현장관리 조직들 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 졌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산림탄소상
쇄센터로부터는 여전히 주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인터뷰 내
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기업들과 현장관리 조직들 모두 본 사업에 대한 이
해와 절차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 조직들에 의존하는 양
상을 보인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협력네트워크에서도 정보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현장관리 조직과
기업들 간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졌고 참여 기업들 간의 협력 관계도 나타
났으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다른 기업들 간에는 어
떠한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신뢰 네트워크 에서는 위의 두 네트워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응답이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에 지체가 되었으며, 현장관리 조직들은
그들의 맡은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 중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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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들 간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Table 13 The centrality values in practice stage
1. 정보 네트워크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조직

값

조직

값

조직

값

산림청

0.2778

산림청

0.3954

신세계

0.0294

국립산림과학원

0.2778

국립산림과학원

0.3735 자연환경국민신탁 0.0196

산림탄소상쇄센터 0.2222 산림탄소상쇄센터 0.2963
0.1481

한국예탁결제원

0.0098

한국공항공사

0.0087

남부지방산림청

0.1111

한국공항공사

북부지방산림청

0.1111

북부지방산림청

0.1250 서울국유림관리소 0.0038

한국공항공사

0.1111

남부지방산림청

0.1111

북부지방산림청

0.0033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산림탄소상쇄센터 0.0022
신세계

0.1111

신세계

0.1111

연천군산림조합

0.0556

신한은행

0.1000

연천군산림조합

0.0741

서울국유림관리소 0.0556
평창군(산림과)

0.0556 서울국유림관리소 0.0741

한국예탁결제원

0.0556

평창군(산림과)

0.0556

신한은행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0556

연천군산림조합

0.0016

2. 협력 네트워크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조직

값

조직

값

조직

값

산림청

0.2222

산림청

0.3735

신세계

0.0485

국립산림과학원

0.2222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공항공사
신세계

0.1667 산림탄소상쇄센터 0.3000
0.1667

산림탄소상쇄센터 0.1667
남부지방산림청

0.3636 자연환경국민신탁 0.0196

0.1111

한국공항공사

0.0174

한국공항공사

0.1984

한국예탁결제원

0.0098

신세계

0.1667

북부지방산림청

0.0054

신한은행

0.1270 산림탄소상쇄센터 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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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0.1111

북부지방산림청

0.1250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남부지방산림청

0.1111 서울국유림관리소 0.0016

연천군산림조합

연천군산림조합

0.0016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1111

서울국유림관리소 0.0556

연천군산림조합

0.1000

평창군(산림과)

0.0556 서울국유림관리소 0.1000

한국예탁결제원

0.0556

평창군(산림과)

0.0556

신한은행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0556

3. 신뢰 네트워크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조직

값

조직

값

조직

값

산림청

0.3333

산림청

0.3968

신세계

0.0180

국립산림과학원

0.2222

국립산림과학원

0.3000

한국예탁결제원

0.0098

한국공항공사

0.0098

산림탄소상쇄센터 0.1667 산림탄소상쇄센터 0.2222
북부지방산림청

0.1111

북부지방산림청

0.1250 자연환경국민신탁 0.0098

한국공항공사

0.1111

한국공항공사

0.1250 산림탄소상쇄센터 0.0033

연천군산림조합

0.0556 서울국유림관리소 0.0741

서울국유림관리소 0.0556

신한은행

0.0556

연천군산림조합

0.0556

남부지방산림청

0.0556

평창군(산림과)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0556

남부지방산림청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0556

한국예탁결제원

0.0556

신세계

0.0556 자연환경국민신탁 0.0556
0.0556

0.0016

0.0741 서울국유림관리소 0.0016

평창군(산림과)

신한은행

연천군산림조합

신세계

0.0556

55

북부지방산림청

0.0016

Figure 13 The sociogram of information network in practice stage

Figure 14 The sociogram of cooperation network in practic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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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sociogram of trust network in practic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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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참여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사항 또는 장애요인들을 정
책네트워크 모형에 적용시켜 도출해 냈다. 그럼으로서 현재 시범사업 중
에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 사업으로 추진될 때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제안 점을 정리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
여 참여기업들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어려운 용어들로 하여금
산림분야에 비 전문적인 기업 입장에서 그들간에 본 제도의 설명에 어려
움을 느꼈다는 내용을 도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기업들의 수준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정보 및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 되어야 하겠다. 기업입장에서는 산림관련 용어 또는 정
보들이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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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는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
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 기업의 유형 마다 그리고 기업에서 산림
탄소상쇄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차이마다 각각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
여하는 동기와 기대이익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인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참여 목적인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 및 참여확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조직의 활동을 강화
시켜 거버넌스 기구로 세우는 것도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업참여 유도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서 행위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및 제도
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정보공유의 부족현상, 그리고 제도 운영 과정
별로 네트워크 해야 하는 조직들의 변화로 인한 혼동문제가 있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각 사업 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써,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 사업 단계 마다 혼동하지 않고 효율성 있
게 실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거버넌스 구조로 가는 데에
있어서 산림탄소센터에서 사업단계별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없었던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정
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본 제도를 분석할 수 있었으
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제안사항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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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분석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분석하는 데에 있
어 유용한 분석 틀 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산
림탄소상상쇄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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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 사업단
(Centre for Forestry Research on Climate Change)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협력체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설문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설문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이
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귀하의 설문참여는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내용
은 오직 통계분석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귀중한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책임 연구원: 김성일 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02-880-4756 / seongil76@gmail.com)
◉ 선임 연구원: 이동호 연구원(서울대학교 자연보전 및 생태관광연구센터)
(010-2345-3122 / mr.dongho.lee@gmail.com)
◉ 보조 연구원: 곽준영 연구원(서울대학교 자연보전 및 생태관광연구센터)
(010-8893-5630 / kmagicgal@gmail.com)

☞ 자료 분류용 질문
조직명
이름
직함
연락처
설문응답 날짜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년

월

일

※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되는 설문은 산림탄소상쇄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조직 또는 개

인)들 간의 협력체계 분석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질문을 읽고 함께 첨부해서 보내드린
조직목록표에서 각 문항 마다 해당되는 조직(또는 개인)을 골라서 해당 조직의 번호를
우선순위대로 응답 칸에 적어주십시오. 모든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조
직이 많지 않을 경우 7순위까지 모두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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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또는 참여) 여부 결정 단계

※ 본 단계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또는 참여)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조직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타
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1. 귀하의 조직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추진(또는 참여) 여부 결정 과정에 참여 하셨습니까?
□ 참여 (참여했을 경우 1-1문항, 2번 문항 응답)
□ 비참여 (비참여의 경우 Ⅱ 문항으로 이동)
1-1. 귀하께서 참여하신 사업추진 여부 결정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정보들을 아래의 항목에서 응답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체크가능)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내용

응답

사업의 추진 목적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및 편익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정보
산림탄소상쇄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또는 전문가) 정보

사업계획서(PDD)작성 방법 및 등록 절차
사업추진 각 단계별 필요 업무내용 및 담당자
사업 대상지 정보
사업대상지(조림지) 관리 방법
조림대상 수목 정보(수종, 가격, 특성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기타(
)

2. 조직목록표의 조직들 중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추진(또는 참여) 여부 결정 과정에서
1순위

2-1.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주
의사소통을 했던 조직은?
2-2.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했던 정보(귀하께서
문항1에서 표기한 정보)를 귀하의 조직에
제공해준 조직은?
2-3. 직접적으로 협력했던 조직은?
2-4. 가장 신뢰하게 된 조직은?
2-5.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중요성(의의)과 추진
목표를 공유했던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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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Ⅱ. 사업 계획 단계

※ 본 단계는 사업추진(또는 참여)결정 후, 사업 참여 기업이 실제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산림보전서약
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제출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1. 귀하의 조직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 계획 과정에 참여 하셨습니까?
□ 참여 (참여했을 경우 1-1문항, 2번 문항 응답)
□ 비참여 (비참여의 경우 Ⅲ문항으로 이동)
1-1. 귀하께서 참여하신 사업 계획단계에서 꼭 필요했던 정보들을 아래의 항목에서 응답 칸에 체크
해 주십시오. (중복체크가능)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내용

응답

사업의 추진 목적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및 편익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정보
산림탄소상쇄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또는 전문가) 정보

사업계획서(PDD)작성 방법 및 등록 절차
사업추진 각 단계별 필요 업무내용 및 담당자
사업 대상지 정보
사업대상지(조림지) 관리 방법
조림대상 수목 정보(수종, 가격, 특성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기타(
)

2. 조직목록표의 조직들 중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 계획 과정에서
1순위

2-1.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주
의사소통을 했던 조직은?
2-2. 사업계획을 위해 필요했던 정보(귀하께서
문항1에서 표기한 정보)를 귀하의 조직에
제공해준 조직은?
2-3. 직접적으로 협력했던 조직은?
2-4. 가장 신뢰하게 된 조직은?
2-5.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중요성(의의)과 추진
목표를 공유했던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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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Ⅲ. 사업타당성 평가 단계

※ 본 단계는 기업에서 산림탄소상쇄센터로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검증기관(국립
산림과학원)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검증과정은 사업계획서 검토, 실제사업대상지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진행되고, 평가 결과는 산림탄소상쇄센터로 보고됩니다.

1. 귀하의 조직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타당성 평가 과정에 참여하셨습니까?
□ 참여 (참여했을 경우 1-1문항, 2번 문항 응답)
□ 비참여 (비참여의 경우 Ⅳ문항으로 이동)
1-1. 귀하께서 참여하신 사업타당성 평가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정보들을 아래의 항목에서 응답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체크가능)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내용

응답

사업의 추진 목적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및 편익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정보
산림탄소상쇄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또는 전문가) 정보

사업계획서(PDD)작성 방법 및 등록 절차
사업추진 각 단계별 필요 업무내용 및 담당자
사업 대상지 정보
사업대상지(조림지) 관리 방법
조림대상 수목 정보(수종, 가격, 특성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기타(
)

2. 조직목록표의 조직들 중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순위

2-1.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주
의사소통을 했던 조직은?
2-2.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했던
정보(귀하께서 문항1에서 표기한 정보)를
귀하의 조직에 제공해준 조직은?
2-3. 직접적으로 협력했던 조직은?
2-4. 가장 신뢰하게 된 조직은?
2-5.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중요성(의의)과 추진
목표를 공유했던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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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Ⅳ. 사업실행 및 등록 단계

※ 본 단계는 사업타당성 평가 후, 참여 기업들이 사업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산림탄소상쇄
센터의 심사 후 사업등록을 결정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1. 귀하의 조직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업실행 및 등록 과정에 참여하셨습니까?
□ 참여 (참여했을 경우 1-1문항, 2번 문항 응답)
□ 비참여 (비참여의 경우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1. 귀하께서 본 단계에서 사업실행 및 등록에 필요했던 정보들을 아래의 항목에서 응답칸에 체
크해주십시오. (중복체크가능)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내용

응답

사업의 추진 목적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및 편익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정보
산림탄소상쇄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또는 전문가) 정보

사업계획서(PDD)작성 방법 및 등록 절차
사업추진 각 단계별 필요 업무내용 및 담당자
사업 대상지 정보
사업대상지(조림지) 관리 방법
조림대상 수목 정보(수종, 가격, 특성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기타(
)

2. 조직목록표의 조직들 중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실행 및 등록 과정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2-1.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주
의사소통을 했던 조직은?
2-2. 사업실행 및 등록을 위해 필요했던
정보(귀하께서 문항1에서 표기한 정보)를
귀하의 조직에 제공해준 조직은?
2-3. 직접적으로 협력했던 조직은?
2-4. 가장 신뢰하게 된 조직은?
2-5.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중요성(의의)과 추진
목표를 공유했던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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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조직 목록표

번호

조직명

1

산림청(산림정책과)

2

산림탄소상쇄센터

3

국립산림과학원(기후변화연구센터)

4

신세계

5

신한은행

6

자연환경국민신탁

7

한국공항공사

8

한국예탁결제원

9

환경과 로하스

10

북부지방 산림청(산림경영과)

11

남부지방 산림청(산림경영과)

12

평창군(산림과)

13

국유림관리소(서울, 수원, 구미)

14

지역 산림조합( 연천군, 화성수원오산, 평창군)

15

영림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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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Carbon Offset Project
Joon Young Kwak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s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ests, recorded on IPCC reports and Kyoto Protocol as the most costeffective medium contributing to greenhouse gas absorp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playing a vital role in alleviating and adapting to the climate
change. It is a global trend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issues. Likewise, the
Republic of Korea has implemented forest carbon offset policy, to help the
corporates’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through carbon sink, or forests, with
help of Korea Forest Services. This policy is currently on a pilot program trial basis
with participation of Korea Green Promotion Agency,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and 4 corporations (Korea Airports Corporation, Shinsegae Co., Ltd.,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e National Nature Trust). With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recently passing the National Assembly review, it seems apparent
that the forest carbon offset policy will be a hot topic of discussion. For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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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of corporates to Forest carbon offset polic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its obstacles and problems in detail. This research has drawn obstacles of
this policy based on the policy network analysis upon the actors, interactions of the
ac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network structures.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includes social networking analysis to further grasp the network structure.
This research incorporates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of all stakeholders
and divides forest carbon offset policy into two sections of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ere accounted as external
factors, while the internal factors include actors, interactions, and network structur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n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lacking educational programs lead to
lacking knowledge, and identity confusion of the participating corporates.
Terminologies that were rather too technical also worsened the lack of
understanding within the corporates. Additionally, frequent rotations of managers
and lacking target sites also turned out to be problematic factors, not to mention the
business duration of 30 years which puts further burden. Secondly, corporate types
and responsible bodies, the motives and expected pay-off of the corporations
participating in forest carbon offset policy were all varied. Thirdly, interactions
between the actors of forest carbon offset policy were done through phone or email.
The actors were generally cooperative without any notable conflicts, but problems
mainly derived from lacking real-time communication between the bodies in charge
of target site management, lacking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information
sharing. Lastly, investigation of the actors’ forest carbon offset policy operations
processes (enterprise participation decision making stage, enterprise planning stage,
enterprise feasibility testing stage, Practice stage) and their informatio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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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ust network structure, the trust network structure turned out to be on the
lowest level. This signifies that the actors’ trust level is quite low, in opposition of
thei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level. In addition, information sharing
and trust level of overall target site management bodies were not high. Studies also
revealed that Korea Forest Services and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were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tial bodies in all processes of enterprises.
This research owns its value as the first research to have analyzed forest carbon
offset policy on from a new angle with policy network theory as its framework for
analysis. Further,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valuable future
reference for progression of upcoming forest carbon offset policy enterprises.

Keywords : Forest, Carbon Offset, Enterprises’ participation, Policy Network,
Social Network
Student Number : 201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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