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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 기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인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과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을 분석하여 산림탄소배출권시
장의 메커니즘 설계 및 운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후
체제 파리협정 하 신규 탄소시장 메커니즘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메커니즘 설계 및 운영에
중요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
분석 변수(산림탄소사업별 사업개발자 구성 및 사업개발 협력 특성,
산림탄소사업별 재원·토지 투자 유형 및 특성, 산림탄소사업별 탄소
및 비탄소 수익배분 특성,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특성)들을 도출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 거래에 영향
을 준다고 보고된 산림탄소사업개발 속성(탄소표준, 산림탄소사업유형,
사업규모, 공편익 증진 효과성)을 도출하였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6개
탄소표준(VCS,

Gold Standard, Plan Vivo,

CAR, ACR,

ISO

14064-2, CCBS)으로 개발된 산림탄소사업들 중 탄소크레딧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 후 소각된(retired)1) 산림탄소사업들의 사업개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림탄소사업 개발 속성에 따른 탄소크레딧
거래율을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사업개발 속성들이
탄소크레딧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1) 크레딧의 소각이란 탄소상쇄권을 구매･상쇄하여 총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된
탄소상쇄권이 다른 배출량에 대한 상쇄에 중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각된 크레딧은 더 이상 거래될 수 없다(WWF, 2008).

연구결과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들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산림의 탄소감축효과를 중심 서비스(umbrella
service)로 다양한 상호의존적인 생태계 서비스들을 전략적으로 묶음화
(bundling), 계층화(layering), 편승화(piggy backing)하며, 사업의
다양한 공편익 증진 효과성을 강조하는 사업모델 개발 특성이 나타났다.
다양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묶어서(packing) 상품화 할 수 있는 산림
탄소표준과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 효과성을 강조하는 사업개발
모델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의 거래율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다양한 공편익 증진 효과를 강조
하는 사업개발 모델을 제공하면서, 완화된 탄소산정 방법론과 불확실
성이 높은 사전회계방식의 지불 메커니즘으로 개발되는 Plan Vivo
사업들의 높은 탄소크레딧 거래율은 탄소감축에 초점을 맞춘 성과기반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산림을 통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증진에 초점을
맞춘 투입기반 메커니즘도 탄소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장 기반 PES 메커니즘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의 다양한 상호의존적 생태계 서비스 증진 효과를 전략적으로 묶어서
(packaging）상품화 할 수 있는 사업 개발(예: bundling, layering,
piggy backing) 모델과 다양한 공편익 증진 효과성을 인증할 수 있는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계가 산림탄소시장 활성화와 산림탄소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 및
NDC 활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산림협
력국의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 지속가능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산림탄소사업 개발
모델은 협력적 접근법 기반의 산림협력사업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협력사업의 개발
및 투자 당위성 증진, 사업의 다양한 효과성 검증 측면에서 산림탄소
사업의 탄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편익 증진 효과성의 모니
터링과 검·인증을 고려한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해외
산림탄소사업 개발 또는 투자 참여시 다양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들을
전략적으로 묶음화(packaging)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사업개발 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자발적 탄소시장, 산림탄소사업 개발
모델,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공편익,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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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신기후체제에서는
기후변화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조하였다. 파리협정 제5조는 산림을
포함한 흡수원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이행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
으며,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 이행을 위한 결과기반 지원(results-based payment) 방안
마련 및 이행 강조, 산림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 촉구, 비탄소편익(non-carbon benefit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동호, 2017).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개발되는 산림탄소사업은 기
후변화 저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 증진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동호 등, 2015). 산림탄소사업을
통해 저감된 탄소감축량(탄소크레딧) 거래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환경적 공편익을 증진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기반(market-based)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개발된 산림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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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기후변화 저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림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Chenost and Gardette, 2010), 비탄소수익원(예: 목재, 비목재임산
물, 혼농임업 등)을 개발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산림탄소사업들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표
준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탄소
크레딧 거래량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4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상쇄배출권(offset credit) 거래량의
50% 이상이 산림탄소사업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Hamrick
and Goldstein, 2015). 유연한 제도와 다양한 산림탄소표준들을 바탕
으로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R), Improved Forest
Management (IFM),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등의 탄소저감 활동을 통해 인정받는 상쇄
크레딧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탄소사업은 다른 탄소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 사업
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기투자 비용이 큰 반면에 투자 수익을 얻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시장의 유동성(liquidity)과
휘발성(volatility)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성과 불안정성, 사업투자 대상
국의 급변하는 관련 제도와 법률, 부패로 인한 제도적 위험성에 노출
되어 있다(Chenost and Gardette, 2010; Olander and Ebeling,
2011). 산림탄소사업의 사업위험성은 이러한 전통적인 위험요소 외에도
산림탄소사업만의 특징적인 위험요소들(예: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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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소유권 및 이익배분 문제, 산불 또는 병
해충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 위험성 등)이 존재한다(Chenost and
Gardette, 2010; Romero et al., 2013). 프로젝트 수준에서 개발된 산
림탄소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유출(leakage) 문제, 산림탄
소사업을 통해 생산된 탄소크레딧의 영속성(permanence) 등으로 인해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 거래가 제한되어 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2020년 이후 파리협정 기반의 신기후체제에서
운영될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

의제에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을 활용한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가 간 이전
가능성과 제6.4조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 하에서 산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들에 대한 인정과 탄소크레딧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안건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기후변화협상에서 개도국들과
열대우림국가연합 22개국(CRN,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중앙아프리카산림위원회 10개국(Central African Forestry Commission),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칸협상그룹(AGN,

African Group of Negotiators)은 파리협정 제6조 신규 메커니즘에서
산림(REDD+ 등)을 통한 감축 노력이 인정되고, 감축실적으로 활용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이동호, 2018 재인용). 개도국
들은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 측면에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 지속가능
발전 기여 효과를 강조하면서 파리협정 제6조 기반의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활용과 거래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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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Contribution, NDC)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수정안)」을 2018년 7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
였다. 수정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는 산림흡수원과 국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38.3만 톤의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
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산림탄소사
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와 파리협정 신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전 및 NDC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리협정 기반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기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인 자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산림탄소
사업들의 사업개발 특성과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은 신기후체제 하
에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가 필요한 우리에게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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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이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기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인 국제 자발적 탄소
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과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을 분석
하여 산림탄소시장의 메커니즘 설계 및 운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하 신규 탄소시장 메커니즘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 시장기반의 산림 PES 메커니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제 자발
적 탄소시장에서 탄소크레딧이 거래된 산림탄소사업들의 거버넌스
구축 전략과 사업개발 특성은 무엇인가?
▪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 속성(사업개발에 사용된 탄소표준,
산림탄소사업유형, 사업규모, 생태계 서비스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공편익 증진효과)은 산림탄소크레딧 구매자들의 구매(또는 지불)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다양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간 상호의존성과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를
고려한 산림탄소사업 개발 모델은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신기후체제 하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 대응 측면에서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 중심의 산림탄소사업개발 모델, PES 메커니즘 설계 및
운영 특성이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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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추진 체계와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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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2.1.1.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성립 요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 이후
부터 PES로 표시)는 특정 생태계 서비스의 사용자(또는 수혜자)가 서
비스 공급자(개인, 지역공동체 등)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총칭한다(OECD, 2010).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이후 PES)에 대한 개념과 성립 조건에 대한 다
양한 이론적 논의 과정에서 Wunder(2005)가 제시한 5가지 PES 성립
조건 (①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구매자가 ②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공급
자로부터 ③ 명확히 정의된 생태계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④ 서비
스에 대한 거래는 자발적 계약에 기반하며, ⑤ 공급자가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할 수 있을 때)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산림소유자의 토지용도 변경 사례를 통한 PES의 작동원리는 <그림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산림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을 보전했을 때 보다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개발했을 때 더욱 큰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토지소유주가 경제적 수익 증대를 위해 산림을 전용할
경우, 기존 산림을 통해서 제공되었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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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산림이 제공했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산림전용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산림을 보전했을 때 기대되는 편익을 A,
산림을 초지로 전용했을 때 기대되는 편익을 B, 산림을 초지로 전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수자원 감소, 생물다양성 감소,
탄소배출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C라고 가정한다. 이때 산림생태계
서비스 수혜자가 산림의 전용을 막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지불액은 B-A가 되며, 최대 지불액은 C가 된다. 일반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이용자(또는 수혜자)와 서비스 공급자(또는 관리자)간
협상(또는 계약)을 통해 합의된 지불금액이 B-A와 C 사이에 있을 때
PES가 작동될 수 있다(Pagiola and Platais,

2007; Engel et

al.,2008; 안소은, 2010).

그림 2.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작동 원리 (출처 : 안소은(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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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장기반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메커니즘

앞에서 설명한 PES 개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PES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PES의 대상 지역 및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이후 ES) 특성, PES 대상 지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맥락
및 자원이용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PES 메커니즘이 설계되어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이론적으로 정의된 엄격한 PES의 요
구조건(Wunder, 2005)을 충족시키면서 운영되는 PES 사례는 시장
기반의 PES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등 소수에
불과하다. PES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수정과 확대 필요성과 함께 포괄
적이고, 대안적인 PES 정의와 접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PES의 정의가 이상주의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경험주의적이어야 하
는지 대한 논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Irina Prokofieva, 2016).

PES가 주목을 받아왔던 것은 공공자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시장기반의 PES 메커니즘의 설계와 운영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생태계 관리자 또는 토지소유자는
명확하게 정의된 생태계 서비스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생태계 서비스
수혜자(또는 구매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을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서비스 거래를 위한 시장 메커니즘 설계시 중요한 것은 메커니
즘 운영을 통한 실제적인 생태계 서비스 증진효과와 메커니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 생태계 서비스 공급자는 시장의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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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와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산림
PES 메커니즘 설계를 위해 기존 자연자원 관리제도 내에서 제도적 상호
작용과 행위자들간 상호작용 등이 PES 설계 및 운영, PES 효과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Irina Prokofieva, 2016).
본 연구에서는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인 탄소시장의 설계와 지속가능한
운영 측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개발된 산림탄소사업의 이해
당사자들 간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사업 투자 및 수익 분배 특성을 중심
으로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PES 메커니즘 설계
요소들을 기반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속성에 따른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을 분석하였다.

2.1.2.1. PES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역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공급자
(ES provider) 또는 판매자(seller), 생태계 서비스 이용자(ES user)
또는 구매자(buyer), 중개자(intermediaries) 또는 기부자(donor)로
분류된다(Wunder

et

al.,

2008;

Kosoy

and

Corbera,

2010;

Majanen et al., 2011; Sattler et al., 2013). 생태계 서비스의 행위
자들은 토지(또는 산림)소유주, 조직의 대표자처럼 개인일 수 있으며,
조직(기업, NGO, 정부,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사회처럼 집단(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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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도 있다(Irina Prokofieva, 2016).

생태계 서비스는 사유지(private lands), 공유지(common lands), 공
공지(public lands)에서 생산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토지 임차인
또는 관리자 등이 PES 메커니즘에서 ES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된다
(Engel et al., 2008; Sattler et al., 2013).

ES 제공자는 생태계 서비스 사업(또는 상품) 개발, 서비스 제공, 서비스
관리의 주체이다. 안정적인 ES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익 분배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권
(tenure)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Ostrom and Schlager, 1996)

ES 이용자는 생태계 서비스의 직접 사용자 또는 간접 수혜자이며, 시장
기반 PES 메커니즘에서는 서비스 구매자가 된다. ES 이용자는 ES의
직접 이용(또는 간접 수혜)에 대한 비용 지불을 통해 ES 공급자(또는
관리자)들이 ES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 관리 할 수 있는 재정지원
역할을 담당한다(Engel et al., 2008; Wunder et al., 2008)

PES 메커니즘 하에서 중개자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PES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추가 자금후원을 담당하
기도 한다. ES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 역할을 담
당하기도 한다(Kemkes et al., 2010; Vatn, 2010). 또한 행위자들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Wunder, 2008) 국제기구, 정부
기관, 지자체, 기업, NGO 등 다양한 기관들이 중개자가 될 수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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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 설계와 거버넌스

성공적인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 설계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ES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ES 공급자의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지불 목적, 지불 대상, 수익분배 체계, 지불 시기·빈도·기간, 지불
유형

등이

PES

메커니즘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Irina

Prokofieva, 2016). 특히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은 ES 공급자와 사
용자 간에 ES 거래 활성화를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양질의 ES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ES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재원은
ES 이용자들의 서비스 거래(또는 지불)에 의해 충당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개발·투자 후 첫 수익이 창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림
탄소사업들은 사업개발에 초기단계에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S 강화 사업개발의 위험성(risk)이 높거나, 서비스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인 기부자들,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의 재원이 투입되기도 한다. 공적부문에서 재정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또는 세금 등)을 통해서 추진된다. 민간부분의 경우
NGO, 각종 재단, 자선 단체, 개인 또는 기업의 민간투자자들이 재정적
지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Irina Prokofieva, 2016).

ES 이용자(또는 수혜자)의 지불액(ES 판매수익)은 ES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배분되거나, 사업투자 구조 및 투자 비율
(예:

초기투자액,

토지

소유구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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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분배된다

[Schomers and Matzdorf, 2013). 사유지의 경우 분배구조가 단순하

지만, 공유지 또는 지역공동체 소유 토지일 경우 수익 분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과기반(output-based
또는 result-based)의 사후회계 방식의 지불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Wunder, 2008; Engel and Palmer, 2008; Hanley et al., 2012).
ES 공급량 중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ES 양에 따라 구매자(또는 지불
자)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예를 들면, 탄소크레딧
구매자는 시장에서 실제 생산된 탄소크레딧 중 본인의 탄소크레딧
구매량에 따라 탄소크레딧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Wunder et
al., 2008). 신뢰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태계
서비스(또는 상품)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경우, 결과 기반 PES 체계는
비용-효율성 높은 메커니즘으로 선호된다. 토지관리자(또는 토지소유주)가
시장에서 선호되는 생태계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지역 상황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사업대상지에서 최저 비용으로 성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Hanley et al., 2012; Gibbons et al.,
2011).

그러나 생태계 서비스의 품질과 공급량이 자연 환경의 변화, 시장
가격의 변동 가능성, 정치적 혼란 등과 같은 토지소유자(또는 관리자)
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결과 기반의 PES 메커니즘은 투입기반 메커
니즘보다 더 위험성이 높다(Gibbons et al., 2011; Zabel and Ro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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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반(input-based) 방식의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에서는 ES
생산을 위한 초기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전회계 방식을 기반
으로 ES 이용료가 사전 지급되며, 토지 규모(예: ha당) 또는 비용
단위당(예: 근무시간당) 발생 비용이 사전에 지급된다(Wunder, 2008;
Engel and Palmer, 2008; Hanley et al., 2012, Prokofieva and
Górriz, 2013).

생태계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복잡하고, 장시
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성과기반 메커니즘보다 투입기반
(또는 행동기반) 메커니즘이 더욱 빈번하게 활용된다. 생태계 관리를
위한 과학적 지식 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생태계 관리 활동과 공급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약할 경우 성과기반 PES 메커
니즘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Wunder, 2005).

ES 이용자(또는 수혜자)의 ES 이용액은 현금 또는 현물(또는 기술이
전 등)로 대체되어 ES 공급자에게 분배될 수 있다(Ferraro, 2008;
Schomers and Matzdorf, 2013; Prokofieva and Górriz, 2013;
Sattler et al., 2013).

2.1.2.3. 생태계 서비스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PES
메커니즘 설계

산림을 통해 공급되는 서로 다른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이후 ES)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이 존재한다. 산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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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는 관리 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나, 때로는 상쇄효과가 나타나기
도 한다(Salzman and Ruhl, 2000; Kemkes et al., 2010; Kinzig et
al., 2011).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REDD+ 사업을 통해 산림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경우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산림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생물다양성이 높아지고,
생물다양성을 활용한 생태관광 개발은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프로젝트 수준의 REDD+ 사업
개발은 산림이용과 개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지역사회 취약계층
들이 REDD+ 사업대상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산림을 벌채하고,
개발하는 유출효과(leakage)를 유발할 수 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에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간 상호의존성은 PES 메커니즘 설계와 운영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

산림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ES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PES를 통해 창출되는 편익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Whitten et al.,
2000). 이럴 경우 PES 메커니즘에 산림 생태계 서비스 전체를 통합
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PES 설계시 생태계 서비스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출
(leakage)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태계 서비스 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PES 메커니즘 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나 생태계
서비스간의 상호의존적 특성에 대해 생태학적으로 접근한 관련 연구
결과들을 통해 성과기반 지불방식의 PES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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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부작용의 발생 가능을 추론할 수 있다.(Fargione et al., 2008;
Horan et al., 2008).

PES 메커니즘 설계시 생태계 서비스 관리 과정에서 시너지가 창출되는
상호의존적인

ES를

묶음화(bundling),

계층화(layering),

편승화

(Piggy backing)한 서비스 상품 제공이 PES 메커니즘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고(Kosoy et al., 2008), 메커니즘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PES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시도되었다(Kosoy et al, 2008; Wunder and Wertz-Kanounnikoff,
2009; Rober et al, 2012)

여기서 묶음화(bundling) 방식은 생태계 서비스가 관리 생산되는 토지
(또는 산림)에서 공급되는 모든 ES를 하나의 상품으로 병합하여 시장에
공급하거나, 단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Engel, et al.

2008).

계층화(layering)는 ES가 관리되는 동일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ES를 서로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으로 개발하여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Engel, et al.
2008; Wunder and Wertz-Kanounnikoff, 2009).

편승화(piggy backing)은 PES 메커니즘의 관리 대상 토지 또는 산림
에서 공급되는 핵심 ES(umbrella service)가 다른 특정 유형의 ES
증진 또는 보존에 기여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때 ES 수혜자 또는 구매자는 핵심 ES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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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서비스 구매자는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ES에 대해 별도의 비
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ES는 핵심 ES에 편승(free-riding)
되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Wunder and Wertz-Kanounnikoff, 2009).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다양
한 생태계 서비스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Packaging model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과 사례 연구는 있지만, 실제 PES 시장 활성화 또
는 서비스 거래 촉진 측면에서 ES packaging model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Winnie, 2013)

그림 3. 생태계 서비스간 상호의존성과 다양한 ES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PES 접근 모델
(출처 : Winnie W.Y. Lau (2013);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 A Best
Practice Guide (2013)에서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의 탄소흡수 서비스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탄소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산림탄소사업과 산림의 탄소
흡수 증진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하도록 설계된 탄소표준 또는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를 별도로 인정받은 사업들의 탄소크레딧의 거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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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계시 고려된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간 상호의존성과 공편익 증진효과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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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탄소시장과 산림탄소

2.2.1. 탄소시장의 개념과 유형

2.2.1.1. 탄소시장의 개념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합의되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감축하는
방법 외에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유연성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 도입되었다. 이
것이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으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
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교토 메커니즘은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주체(국가 또는 기업 등)들은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 비용이 낮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또는 활동)을 통해
생산된 탄소크레딧을 구매(또는 이전)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함으
로써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교토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발전한
탄소시장은 규제 기관이 공급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개발된
사업들에서 공급된 탄소배출권(또는 상쇄크레딧)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Bayo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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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탄소시장의 구조와 유형

탄소시장은 크게 규제적 탄소시장(또는 의무감축시장)과 자발적 시장
으로 구분된다. 규제적 탄소시장은 국제조약 또는 정부의 제도적
규제에 의해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발생한 국가 또는 기업 등이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또는 상쇄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규제적 탄소시장과 다르게, 국제조약이나
정부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닌 감축의무가 없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또는 상쇄크레딧)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탄소크레딧의 거래 유형은 Cap and Trade와 Offset credit trade으로
구분할 수 있다. Cap and Trade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로써 정부가
감축대상의 배출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감축대상에게 주어진 배출권
(allowance)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만큼의 잉여분을 다른 감축대상과
거래할 수 있다. Offset credit trade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이 실
행되지 않았을 시의 기준선(baseline)을 토대로 사업에서 달성한 감축량을
상쇄크레딧으로 획득하여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축상한이 선정
되는 규제시장에서 Cap and trade와 offest credit trade가 시행될
수 있으며, 감축의무가 없는 자발적 시장에서는 offset credit trade
만이 이루어진다. (산림청, 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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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탄소시장의 구조와 유형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탄소시장 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운영
되고 있다. 탄소시장 활동 주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여부(규
제적 탄소시장, 자발적 탄소시장)와 탄소시장 위치(예: 탄소감축사
업 개발 대상지의 제한 여부) 또는 탄소크레딧 거래 범위에 따라
탄소시장을 (그림 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5. 다양한 탄소시장의 유형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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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규제적 탄소시장

2.2.2.1. 규제적 탄소시장의 유형과 특성

국제사회에서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은 배출
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으로 구성된 교토 메커니즘을 기반
으로 발전해왔다. 교토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기업 등의 주체들이 비용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
록 개발된 제도로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 : 기후변화협약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가능량(감축목표량)을 할당받은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 간에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할당제(allowances) 기반의 거래제도이다. 한
국가가 자국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초과할당량 부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다. 할당제 기반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cap-and-trade)를 도입
한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 European
Union Emissinos Trading Scheme), 뉴사우스웨일즈 온실가스감축
제도(NSW GGAS;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시카고기후거래소(CCX; Chicago Climate Exchange), 미
국 북동부 지역온실가스창안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등이 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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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 선진국들이 다른 선진국 또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개발한 온실가
스 감축 사업에서 생산된 탄소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
축사업(project) 기반의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온실가스
감축사업(project)에 기반한 또 다른 유형의 배출권 거래제이다. 선진
국들 개발도상국의 탄소감축사업 개발을 지원해주고,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자국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거나, 배
출권거래제를 통해서 타국에 판매할 수 있다.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설계된 규제적 탄소시장 메커
니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구매자들은 감축 효과가 검증 가능
하고, 품질 측면에서 논란이 없으면서, 최대한 가격이 저렴한 탄소배출
권을 선호한다.

2.2.2.2. 규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기후변화협상을 통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또는 활동)들 중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은 교토 메커니즘 기반의 청정개발체제(CDM)에
서 유효한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산림경영 사업, REDD+ 사업 등은
교토 메커니즘 기반 CDM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교토메커니즘에서
인정받은 신규조림·재조림 사업(활동)들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사업개발과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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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사업 산정(accounting) 방법의 다양성과 복잡성 : 산림을 통
한 탄소고정량을 계산하는 방법(탄소흡수량 산출 및 산정 방법)이 다
양하다. IPCC의 ‘토지이용과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에 관한 특별보고
서’는 축적변화법(stock change) 등 다양한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산림탄소사업 사업 유형에 따른 베
이스라인 설정의 타당성과 정확성, 탄소흡수량 산정 대상과 기준(예:
수종에 따른 탄소흡수량 지수, 탄소격리 위치 등), 기초 데이터의 정
확성 등 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탄소사업의
산정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신규조림·재조림 대상지의 토지적격성과 기준년 : 신규조림 사업은 50
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재조림은 교토의정서 제3조와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의 마라케시
합의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의 조림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사업개
발자는 재조림 CDM 사업개발을 위해서 사업대상지(토지)가 1989년
12월 31일 시점에 산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이 개발되는 개발도상국의 1989년 당
시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CDM 이사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토지 이용 상황에 대한 청취
방법을 승인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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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라케쉬 합의문에서 규정한 산림 관련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최적 면적 0.05~1.0ha

산림

-최저 수관율 10~30%
-성숙목의 최저 수고 2~5m
산림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

50년 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행위
1990년 1월 1일(기준연도) 이전에 산림이 아닌 토지를 산림
으로 전환하는 행위
산림이었던 토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련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업 체계

(출처 : 산림청, 2009. 기후변화와 산림)

비영속성(non-permanence) :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산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또는 REDD+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보전된 산림을 통해 흡수된 탄소가 산림이용(합법·불법 벌채) 또
는 산불, 병해충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능성)이 있다. 산림탄소사업은 탄소시장에서 영속
성이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CDM에서는 이런 비영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조림·재조림 CDM 사업에서 생산된 탄소
크레딧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tCER(Temporary CER)과 lCER(long-term
CER)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런 유효기간이 있는 산림탄
소크레딧들은 차기 의무이행 기간으로 이월이 허용 되지 않았기 때문
에 활용성 측면에 제약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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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leakage) : CDM에서 누출은 ‘CDM 사업 경계 밖에서 프로젝트
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흡수)의 증가’로 정의되어 있다. 산
림탄소사업(산림조성 또는 보전 활동) 개발로 인해 사업대상지 경계
밖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산림훼손(또는 전용)으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예: 산림탄소사업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대상지 산
림을 이용했던 지역주민으로 인해 사업대상지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산림벌채, 화전 등의 농업활동, 땔감 수집, 방목 등)이 발생할 수 있
다.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산림탄소
사업은 실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성 산정(accounting)후 산림
탄소크레딧 공급량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유출 이슈로 인해
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 산림탄소사업의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기
여 실효성 측면에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의 인해 CDM과 JI와 같은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 개발과 탄소크레딧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전체 CDM 사업 7807
개 중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은 66개(점유율 0.84%)이며, 가장 최근의
AR-CDM 사업 등록일은 2015년 11월이다. JI 사업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사업 604건 중 산림사업은 3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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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장기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로서 자발적
탄소시장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보다 제도적으로 유연한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감축 사업들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자발적 탄소사업
들의 규제시장(Compliace carbon market) 진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Bayon et al., 2012; Kollmus et al., 2008).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이 아닌 국가 및 다양한 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활동에 시장가격을 부여하여
탄소감축 활동과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
이다. (Bayon et al., 2012; Vickers et al., 2012).

그러나 과거 자발적 탄소시장은 적절한 방법론 미비, 느슨한 검・인증
절차(verification・validation)로 인한 탄소크레딧에 대한 낮은 신뢰도,
회계기법의 불투명성, 규제 장치의 부족,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위험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Bayon et al., 2012).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탄소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탄소표준들이 개발되고, 탄소크레딧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등록
시스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은 다
양하고, 혁신적이며, 저렴한 상품과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2014년까지 누적 거래규모가 1Billion tCO2-e까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Bayon et al., 2012). (Hamrick and Goldstein, 2015). 결과적으로
자발적 산림탄소시장은 엄격한 PES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지
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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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도 탄소크레딧 형태로 상품화
되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규조림·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R),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improved forest management, IFM),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erst degradation plus, REDD+) 활동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탄소크레딧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을 통한 탄소저감과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증진효과를 상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탄소사업 표준(standard)들
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탄소표준들은 산림을 통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또는 격리) 산정 방법,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성과
에 대한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 사업으로 인한 누출 및 비영속성
문제 처리 등에 대해 이전 보다 발전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산림을 통한 탄소저감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탄소표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사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증진효과와 사회
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된 탄소표준도 개
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산림탄소표준들은 고유한 표준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PES 메커니즘 설계 특성(지불목적, 지불시
기, 지불대상, 지불유형, 생태계 서비스간 상호의존성 및 공편익 증진
효과성 고려 여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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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표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을 위한 기준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탄소표준에는 Verified Carbon Standard (VCS), Plan Vivo, Gold
Standard

(GS),

Climate

Action

Reserve

(CAR),

American

Carbon Registry (ACR), ISO 14064-2가 있으며, 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The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CCBS)가 있다. 각 탄소표준마다 개발 목적
에 따른 차별화된 특징과 엄격성을 갖고 있다.

2.2.5.1. Verified Carbon Standard (VCS)

Verified Carbon Standard(VCS)는 탄소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자발
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품질을

보장하고,

호환성

(fungibility)을 높이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
해 2007년에 개발되었다(Bayon et al., 2012). VCS는 자체 개발한
고유 탄소방법론들을 사용한 탄소사업과 더불어 CDM 방법론 또는
CAR에서 개발된 방법론이 적용된 사업들도 인정하고 있다.

VCS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고려한 그룹형 사업(grouped project)을 허용하
고, 사업규모에 따른 검증요구 조건 및 검·인증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
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탄소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탄소배출권은 사후
회계(ex-post accounting)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에 대한 검·인증 후
에 발급되며, 등록부(registry)는 Markit과 APX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VCS에서 허용하고 있는 산림탄소사업 유형은 신규조림·재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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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복원(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ARR),
산림경영(Improved Forest Management; IFM), 산림전용 및 황폐
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
편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지만, CCBS나 Social
Carbon의 추가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

2.2.5.2. Plan Vivo

Plan Vivo는 탄소사업을 통한 탄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의 낙후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편익(예: 지속가능한 생계지원 등)
제공, 생태계 서비스 증진, 생물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공편익 증진을
목표로 1994년에 개발되었다. 지역주민들의 탄소사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탄소사업 개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탄소표준들과 다르게 탄소사업의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이
전에

탄소배출권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사전회계(ex-ante

account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탄소등록부는 Markit에 위탁하
여 운영하고 있다. Plan Vivo에서 허용하고 있는 탄소저감을 위한 사
업활동(project activities)들은 생태계복원(Ecosystem Restoration),
생태계복구(Ecosystem Rehabilitation), 생태계 전용방지(Prevention
of Ecosystem Conversion), 생태계 황폐화 방지(Prevention of
Ecosystem Degradation), 개선된 토지이용 관리(Imporved Land
Use Management)이며, 각 사업활동 유형별로 신규조림, 재조림, 산
림생태계 관리, 산림경영, REDD, 혼농입엄(Agroforestry)등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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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탄소저감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자에 의해 개발된 조
림・재조림, 혼농임업, 산림전용방지에 대한 방법론을 승인하고 있다.

2.2.5.3. Gold Standard
Gold Standard (GS)는 탄소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교토메커니즘의 청
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가 탄소사업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편익 증진에 대
한 평가가 어렵다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2) GS는 고
품질의 높은 가격의 탄소배출권 생산과 탄소시장 거래를 위해서
CDM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방법론을 적용하는 동시에 탄소사업을
통한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도 함
께 고려한다. 탄소배출권은 사후회계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에 대한
검·인증 후에 발급하고 있으며, 등록부는 Markit에 위탁하여 운영하
고 있다.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을 구별하고, 소규모 사업들을 위한 타
당성 평가 절차 간소화 및 검증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자들의 탄소사
업 참여를 위한 Grouped project 허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Kollmus et al., 2008). CarbonFix를 합병하여 개발된 GS의
Land Use and Forest (LUF) 프로그램은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탄소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수질
개선 등 생태적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
한 사회적 편익 창출 및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2) 국제적인 비정부단체인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의
주도하에 다양한 비정부기구들(NGOs)과 기업체들, 정부단체들이 협력하여 GS를
개발되었다. 현재 WWF를 포함한 80개 이상의 환경 또는 개발 관련된 비정부기구
들이 GS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탄소배출권을 생산할 수 있는 탄소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공식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 (SEI and Tricorona, 2008; The Gold Standar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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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Climate Action Reserve (CAR)

Climate Action Reserve (CAR)은 캘리포니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의 자발적 탄소배출권등기소(registry)이다. 탄소사업을 위한
기준과 규약들(protocols)을 개발해온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CCAR)가 2008년에 APX와 공동으로 자발적 탄소사업들을
검증하고, 등록할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CAR은 북미 지역에 적합한
탄소사업들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들을 개발・제공해왔으며, 캘리포니
아 배출권거래제에서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도 인정하고 있다.
사후회계 방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APX와 공동개
발한 자체적인 탄소등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CDM 번들링 사업과 유사하지만, 방법론에 따라 형태가 다른 그룹형
사업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편익을 고려하지
는 않으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방지를 다루고 있다(Climate
Action Reserve, 2015).

2.2.5.5. American Carbon Registry (ACR)

American

Carbon

Registry

(ACR)는

비영리단체인

Winrock

International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장(market)을 통한 온실가
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96년에 설립된 ACR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왔으며, ‘품질요건을 갖
춘 배출감축’과 실질적인 탄소배출권 등록 및 관리를 위해 APX와 공
동개발한 자체적인 탄소등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ACR에서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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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소기준과 방법론을 사용한 사업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후회계
방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그룹형 사업개발을 허용하고, 행정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혜택을 지
원하고 있다. 또한 ACR을 통해 개발된 탄소사업 개발 사례들 중 우
수사례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등 사업 참여자들이 탄소
감축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AR
과 비슷하게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편익을 고려하지는 않으며, 사
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방지를 다루고 있다.

2.2.5.6. ISO 14064-2

ISO 14064-2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준군의 일부로서 탄소감축 프로그
램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상쇄 프로토콜이다. 온실가스감축 및 배
출관리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다른 탄소감축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고려하여 중립형(regime neutral)으로 설계되었
다. ISO 14064는 다른 탄소표준처럼 구체적인 도구(tools)나 회계 기
법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탄소회계를 위하여 사업의 추가성(additionality)이 필요
하다고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추가성에 관한 테스트나 도구를 제시하
지는 않는다. ISO 14064는 공편익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 사업유형, 사업대상지, 사업규모, 사업시작일, 크레딧 기
간, 사업 자금원에 관한 제한이 없다(Kollmu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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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The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CCBS)

CCBS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들

간의

파트너십인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의 주도로 토지에 기반한
탄소사업들(land-based carbon projects)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지
역사회(community)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편익 증진효과성을 평가
하고 인증하기 위해 2005년에 개발되었다. CCBS에는 자체적인 탄소
감축 및 측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VCS 등 자발적 탄소
시장의 탄소표준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탄소사업들 중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생물다양성 증진의 공편익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인증을 받을 때 사용된다.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은 일반항목, 기후
변화 적응, 지역사회 편익, 생물다양성 편익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
되어 있다. 탄소사업의 공편익 효과가 일반 CCBS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후에 기후변화 적응, 지역사회 편익 증진,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에서

추가적인

평가항목들의

요구조건까지

CCBS-Gold level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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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

경우

2.3.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2.3.1.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유형과 특성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개발되는 산림탄소사업의 유형은 탄소표준마다 차
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R), 산림경영 사업(Improved Forest Management,
IFM),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이다
(표 2).

표 2.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표준별 산림탄소사업 유형
탄소표준

AR

IFM

REDD

Others

VCS

O

O

O

ACoGS

Plan Vivo

O

O

O

Agroforestry

Gold Standard

O

O

ACR

O

O

O

Urban forest

CAR

O

O

O

Urban forest

ISO

O

O

O

*CCBS

탄소저감 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공편익 증진 및
생물다양성 증진효과 검증

산림탄소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유형과 목적에 따
라서 다양하며, 사업개발자는 사업비용과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Chenost and Gardette, 2010). 일반적으로 자
발적 탄소시장에서 인정하는 산림탄소사업의 유형은 AR, IFM, R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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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사업개발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업유형에 따라 차이
가 있다(Vickers et al., 2012).

산림이 아닌 토지에 조림을 실시하는 AR 사업의 경우, 사업개발을 위
하여 사용할 토지의 크기와 위치가 중요하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위한

비용이

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Chenost

and

Gardette, 2010). 사업으로 인한 활동들이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 특
히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사업대상지의 지역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목재 및 비목재임
산물 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Vickers et al., 2012).

IFM의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산림관리계획의 유무
를 확인하고, 새로운 산림경영(또는 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성(추가성)검증이 중요하다. 또한 산림관리 활동이 지속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산림관리 활동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벌목 및 수확방법
변경, 생물다양성 보호 등)을 포함하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Vickers et al., 2012).

REDD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존재하는 산림전용 요인을
밝히고, 누출(leakage)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전용의 원인과
산림전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각 전용요인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지 이외의 전용 발생으로 인한
누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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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Vickers et al., 2012; Chenost and Gardette, 2010). REDD사
업의 경우, 사업국가의 산림이 처한 상황에 의해 사업의 비용과 안정
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Chenost and Gardette, 2010).

위에서 언급된 3가지 산림탄소사업 유형 중 VCS와 Plan Vivo는
ARR(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사업, IFM
사업, REDD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GS의 LUF에서는 AR 사업을 허
용하고 있다. CAR과 ACR의 경우 산림을 통한 탄소상쇄는 AR, IFM,
Avoided Conversion, Urban Forest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ISO는
인정하는 산림탄소사업 유형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Kollmus et al.,
2008).

2.3.2. 산림탄소사업개발과 이해당사자

2.3.2.1. 산림탄소사업 개발 관련 이해당사자

산림탄소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
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의 공급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첫 단
계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성은 사업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업개
발 단계에서의 이해당사자는 사업소유자(Project owner), 사업 개발
자(project developer), 사업투자자(project funder), 그리고 이해관
계자(stakeholder)로 구분할 수 있다.(Kollmuss et al., 2008) 사업소
유자는 탄소감축사업을 소유하고 실행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일 수 있으며, 사업 개발자는 탄소감축사업을 개발하는 의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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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사업소유자, 컨설턴트 또는 전문 서비스 공급
자일 수 있다. 사업투자자는 사업에 재정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은행,
민간 투자자, NGO 및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이해당사자는 탄소감축
사업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
서 사업에 기여하는 각 참여자들과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 및 집단, 그리고 국가 및 국제기관(authorities)을 포함한
다.(Kollmuss et al., 2008)

2.3.2.2. 산림탄소사업 개발 단계별 이해당사자 역할

일반적인 산림탄소사업은 ① 사업개발 목표 결정, ② 사업 대상지 및
사업 유형 결정, ③ 사업개발을 위한 재정구조 및 사업 관리 구조 확
립, ④ 사업계획서(PDD) 작성과 승인 및 등록, ⑤ 사업실행 및 모니
터링, ⑥ 사업 검증 및 탄소배출권 발행의 절차를 통해 개발된다
(Olander and Ebelling,2011; Pearson et al., 2006; Kollmuss et
al., 2008; Ingram et al., 2008). 산림탄소사업 개발자는 사업개발
첫 단계로 사업개발 목표를 결정하게 되는데, 산림탄소사업의 주요
목표인 탄소 축적량을 늘리거나 탄소 축적량의 감소를 줄이는 것 외
에 지역사회 공헌, 생물 다양성의 증진 등의 추가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Olander and Ebelling, 2011) 사업개발 목표 결정
이후에는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 대상지와 사업 대상지에 적
합한 사업유형(예: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산림전용방지 등)을 결
정한다. 이때 사업대상지의 위치, 규모, 경계 등이 결정되는데, 자발
적 탄소시장에서는 강제이행(의무감축시장) 시장보다 다양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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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사업개발이 가능하고, 소규모 사업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AYON, 67). 다음 단계로 사업개발을 위한 재정구조와 사업 관
리구조가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단계에서 사업개발과 관련된 구체적
인 이해당사자들이 확정되고, 사업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이해당사자
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Olander and Ebelling, 2011). 이 단
계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사업개발 주체인 사업개발자와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재원을 제공하는 사업투자자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인
근에 위치한 지역사회도 중요한 이해당사자에 포함되기도 한다. 다음
으로 사업개발 목적과 사업 개발 방향에 적합한 탄소표준(VCS, Plan
Vivo 등)과 탄소방법론을 결정하고, 각 탄소표준이 제공하는 사업개
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계획서(PDD) 작성 후 탄소표준 관리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탄소사업 등록부(APX, MARKIT, 등)에
사업이 등록된다. 사업등록 후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실행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
다. 마지막 단계로서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
기관의 검증을 통과하면,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발행된다.(Olander and Ebelling,2011; Pearson et al., 2006;
Kollmuss et al., 2008; Ingram et al., 2008).

2.3.3. 산림탄소사업 개발시 위험 요소과 재정적 안정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상업적 조림 사업은 저위험 투자 사업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산림탄소사업은 탄소시장의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산
불, 병해충 등 재해에 취약한 산림 관리의 특수성, 과학적 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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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탄소 방법론의 복잡성, 유출(leakage) 및 추가성(additionality) 문
제, 긴 사업기간 등의 이유로 고위험 투자 사업으로 평가되고,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Forest

Trends, 2011 Building forest Carbon Projects). 산림탄소사업 개
발을 위해서는 산림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사업비 외에도 초기 사업
개발 단계에서 탄소사업 타당성 검토, 검·인증, 모니터링 비용 등 추
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비 투자
후 수익 발생 및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특수
성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산림
탄소사업들은 사업개발과정에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
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표준들은 소규모 산림탄소사업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비용 할인 및 검증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다. 산림
탄소사업개발 과정에서 생산 가능한 배출권의 양(사업규모), 배출권의
시장가격, 거래비용을 면밀하게 고려한 사업 타당성 평가가 선행되어
야 한다. 탄소시장의 배출권 가격 변동과 불확실성은 사업개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이며, 거래비용은 배출권 거래방식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권의
품질 보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쇄배출권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규
모 확보이다. 산림탄소사업의 규모 확보 측면에서 탄소사업이 가능한
대상지 면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업에 적용되는 방법론도 탄소배
출권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배출권 판매수익만으로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산림사업을 통한 비탄소수익원(예: 목재, 비목재
임산물, 혼농임업을 통한 생산물, 생태관광 등 추가적인 생태계 서비
스 거래 등)을 통해 수익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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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탄소사업의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인증은 탄소
시장에서 사업의 가치와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
단이다.

산림탄소사업에서 CCBS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인증을 받고, 라벨링(labeling)하는 것은 사업의 위험(risks)
완화와 탄소상품의 품질보장 이외에도 크레딧의 시장가격 형성과 거래
에 있어서 중요하다. 라벨링을 위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사
업의 규모에 따라 비용의 크기도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비용은 고
정되어 있어 규모가 큰 사업개발에 유리하며, 소규모 사업들은 상대적
으로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Chenost and Gardette,
2010). 따라서 산림탄소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품질 보장을 위해서 대
규모 상쇄배출권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규모 확보가 중요하다.

2.3.4.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

산림탄소사업은 탄소크레딧 획득 이외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경
제적・환경적 공편익을 창출해내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
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Chenost and Gardette, 2010), 비
탄소수익원(예: 목재, 비목재임산물, 혼농임업 등)을 통해 추가수익을 확
보할 수 있다.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s
(CCBS)와 같은 표준을 이용하여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를
증명함으로써 더 높은 탄소크레딧 가격을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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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기후체제 하 파리협정 시장 메커니즘과 산림탄소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전 세계 평균 온도 상승을 1.5℃ 또는 2℃ (산
업화 이전 시대 수준)이내로 제한하는 장기목표를 설정하였다. 모든
당사국들은 지구적 온도상승을 막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자발적으로

「국가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솨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검토(global stocktaking)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모든 당
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s)를 유연하게 달
성할 수 있는 체제(mechanism)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다. 파리협정
제6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당사국들간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제6.1조),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실적의 국가 간 이전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및
감축목표(NDC) 달성 활용을 위한 협력적접근법(제6.2조),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3)(제6.4조),
비시장접근법(제6.8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에서 국가 간 협력은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며, 협력의 종류(예: 양자, 복수국가, 다자간 협력 등)에 대한 별
3)

제6.4조 메커니즘은 협상 초반에는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으로 표현되었으나, 최근 사무
국은 제6.4항 하의 메커니즘(the Mechanism under Article 6.4) 또는
A6M(Article 6 Mechanism)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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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제한은 없다. 협력적 접근법 하에서 생산된 감축실적(ITMOs)을
NDC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력 당사국들간 ITMO 생산, 이전, 활용
에 관한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회계시스템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에서 채택할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협력적 접근법(제6.2조)과 관련해서 ITMOs의
개념․출처․적용범위, 다양한 NDC 유형별․특성별 ITMOs의 활용 방법,
환경적 건전성에 대한 개념과 범위, 감축실적에 대한 엄격한 산정
(accounting) 및 이중계산 방지 방안 등이 주요 협상 쟁점이다(이동호,
2018 재인용).

파리협정 하에서 국가간 자발적 협력을 기반의 운영될 협력적 접근법은
기존 교토메커니즘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또는 기업
등)를 중심으로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규제적 탄소시
장 메커니즘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협력적 접근법을 통한 국가간 온
실가스 감축사업 개발시 파리협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협상에서 개도국들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
발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선진국들이 개발도
상국들과 협력적 접근법 기반의 감축사업을 개발한다면, 기후변화 적
응과 지속가능발전 기여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후
변화협상에서 당사국들 간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파리협정 제
6.2조 협력적 접근법은 협력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
이 없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논의되고 있다. 협력적
접근법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국가별로 다양한 감축목표(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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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 사업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파리협정 제5조가 강조하고 있는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
스 감축 정책에 초점을 맞춘 국가감축목표(NDC)를 수립한 국가들과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한다면, 산림협력 사업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다. 파리협정 6.2조 협력적 접근법의 도입으로 인해 신기후체제 하
에서 기존 규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사업뿐
만 아니라 UNFCCC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와 자발적 탄소시장
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산림탄소사업(신규조림·재조림,

REDD+ 등)이 협력국들의 기후변화 저감, 적응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국가간 협력 사업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협력적 접근법이 당사국들간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제6.4조

메커니즘은

UNFCCC

하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며,

CMA의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제6.4조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된 감축실적은 국제적 신용도와 품질이 보증된다는 특징이 있다.
제6.4조와 관련해서 신규 메커니즘에서 인정하는 활동 범위와 특성,
거버넌스, 운영주기, 기존 교토메커니즘 하에서 개발된 CDM 사업 및
감축실적의 전환 가능성, 수익금 배분 등이 주요 협상 쟁점이다. 제
6.8조 비시장 접근법은 개념과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비시장 접
근법의 정의와 의미, 적용 대상, 워크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 등에 대
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동호, 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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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파리협정 제6조의 구조외 이행규칙 개발사항(출처: 환경부 외, 2019 재인용)

파리협정 제5조(산림)와 제6조(시장 메커니즘)의 연계, 산림을 통한 온
실가스 감축실적의 신규 시장 메커니즘(예: 협력적 접근법 등)을 통한
국가간 이전 및 거래 허용 여부 등 산림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지침과 틀(Rule book)이 마련
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동호, 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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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개발 특성

3.1.1.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
등록부 및 탄소크레딧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Verified
Carbon Standard(VCS), Gold Standard, Plan Vivo, Carbon
Action Reserve (CAR), American Carbon Registry(ACR), ISO
14064-2와 CCBS를 기반으로 개발된 산림탄소사업들의 사업개발 특
성을 분석하였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6개의 국제 자발적 탄소표
준별(VCS, PlanVivo, Gold Standard, CAR, ACR, ISO, CCBS) 등
록부(registry)4)에 등록된 143개 산림탄소사업들(AR, IFM, REDD5))
중 탄소크레딧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후 최종적으로 소각된
(retired)6) 사업은 77개였다. 산림탄소사업들의 사업개발 특성 분석을
위하여 탄소크레딧이 소각된 77개 산림탄소사업들 중 사업계획서
(project design document; PDD)와 사업검증보고서(verification
4)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Markit과 APX가 탄소등록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rkit은
VCS, ISO, Plan Vivo, Gold Standard(Carbon Fix 포함), CCBS의 등록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APX는 VCS의 등록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AR과 ACR은 APX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등록부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5) CAR에서는 산림전용방지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대신 전용방지사업(Avoided Conversion Project)
을 허용하고 있다.
6) 크레딧의 소각이란 탄소상쇄권을 구매･상쇄하여 총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된
탄소상쇄권이 다른 배출량에 대한 상쇄에 중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각된 크레딧은 더 이상 거래될 수 없다(WWF, 2008).

- 46 -

report, VR)가 미공개된 5개 사업을 제외한 72개 산림탄소사업(AR
29건, IFM 18건, REDD 25건)들의 PDD와 VR을 분석하였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과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산림탄소사업별 사
업개발자 구성 및 사업개발 협력 특성, 산림탄소사업별 재원·토지 투
자 유형 및 특성, 산림탄소사업별 탄소 및 비탄소 수익배분 특성을
분석하였다.

3.1.1.1.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개발 현황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개발 현황 분석을 위하여 6개의 탄
소표준별 산림탄소사업 개발 빈도, 산림탄소사업들의 지역별 사업개발
빈도 및 사업규모(사업대상지 면적, 총 예상 탄소흡수량)를 분석하였다.

3.1.1.2. 해외 산림탄소사업 개발자 특성

산림탄소사업의 재정구조 분석을 위해서 산림탄소사업의 개발자와 투
자자 분석이 필요하다. 산림탄소사업의 개발에 관여되는 이해당사자
들은 사업개발자, 사업투자자, 지역사회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사업개발자 구성 유형과 사업개발 협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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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해외 산림탄소사업 투자 유형 및 특성

사업위험성이 높은 산림탄소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투자
자 확보와 다양한 수익원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투자자는 사업개발에
필요한 주요 자원인 재원과 토지를 제공한다. 이때 다양한 행위자들
이 관여될 수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타국가 정부,7) 민간부문에서는 민간기업, NGO(또는 NPO), 지역사회
(또는 주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사업 투자 특성 분석을
위하여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주요 사업재원 및 출처, 재원투자 유형,
토지(사업대상지) 투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3.1.1.4. 해외 산림탄소사업 수익배분 구조 및 특성

산림탄소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산림의 조성, 관리, 이용과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수익배분(또는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은 사업
의 성공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
림탄소사업 유형별 탄소 및 비탄소 수익배분 특성을 분석하였다.

3.1.1.5. 해외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특성
7)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개발된 사업들을
고려하여 타국가 정부도 공공부문 행위자 속성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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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크레딧이 거래된 산림탄소사업 유형별로 공
편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특성을 분석하였다. CCBS 추가 인증을 받
은 산림탄소사업들 중 탄소크레딧이 시장에서 거래된 28개 사업들과
Plan Vivo 및 GS 사업들의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공편익 증진 프로
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림탄소사업 유형별로 공편
익 증진 프로그램을 사회적・경제적 편익과 환경・생태적 편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2.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3.2.1. 자발적 탄소시장 구매자의 산림탄소크레딧 선호
특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현시선호이론

현시선호이론(Theory of revealed preference)은 미국 경제학자
Samuelson(1938)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 효용은 주관적인 만족으
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제로 관찰 가능한 소비자행
위(예: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위 또는 그 결과)로부터 소비자의 합리
적 선택 행위 또는 선호체계를 추론하는 실증주의적 이론이다.

Samuelson은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에서 사용되는 주관적 만족
도에 기반한 효용 개념의 모호성을 탈피하여 실제 관찰 가능하며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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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정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소비자의 소득, 상품수요, 거래량
등)를 활용하여 소비자선택이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김대식 외,
2007). 이후 1960년대에 P. A. Samuelson, H. S. Houthakker 등
에 선호에 대한 가정들이 추가되면서, 체계화되었다.

현시선호이론에서 가정하는 소비자는 ‘행동의 일관성을 지닌 합리적
소비를 하며, 시장에서 여러 상품 조합들 중 실제 구매행위를 통해
상품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존재이며, 현시선호 상황은 ‘선택 가능
한 상품 묶음들 중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더욱 선호하는지 알 수 있
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시선호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현시선호’는
소비자가 상품묶음 A와 B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품묶음
A를 선택하였다면 「A는 B보다 직접적으로 현시선호 되었음」을 의미
한다. 직접적인 현시선호는 소비자의 예산집합이 동일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Po) 하에서 상품묶음 B의 구입을 위
한 지출액이 상품묶음 A 구입을 위한 지출액보다 크지 않음을 의미한
다. 현시선호이론은 시장에서 소비자 행동의 일관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현시선호 상황(A와 B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서 소비자는 일관성 있게 A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현시선호의 약공
리(weak axiom of reveled preference)이다. 현시선호의 약공리는
현시선호이론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행위의 일관성을 가정하는 최
소한의 기준으로 일관성 공리 또는 무모순적 공리라고도 한다.

현시선호이론에서 가정하는 ‘간접적인 현시선호’는 상품묶음 A가 B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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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적으로 현시선호 되고, B가 C보다 직접적으로 현시선호 되면
「A는 C보다 간접적으로 현시선호 되었음」을 의미한다. 간접적 현시
선호는 예산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선호체계를 파악하게 해주는 보완
적 역할을 한다. 간접적인 현시선호 상황에서 소비자가 A라는 상품을
C 상품 또는 임의의 상품묶음 N보다 간접적으로 현시선호 하였으면,
이후 동일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일관성 있게 A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
이 현시선호의 강공리(strong axiom of revealed preference)이다.

현시선호의 약공리는 시장에서 상품이 2개인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강
공리는 상품이 3개 이상인 경우에도 선택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공리이
다. 현시선호의 강공리를 가정하면, 약공리는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현재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은 거래소(exchange)
를 거치지 않고, 장외거래시장(over-the–count market)을 통해서
당사자(서비스 공급자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직접적으로 거래 되
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된 탄소크레딧의
정확한 거래 가격은 크레딧 판매자와 구매자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
고 있다. 또한 탄소표준별로 공동 등록부(예: markit 등) 또는 자체
등록부를 통해 사업별로 생산된 탄소크레딧양과 거래된 양은 공개되
고 있지만, 이 외의 탄소크레딧 거래정보(예: 탄소사업별 탄소크레딧
총 거래량, 크레딧 구매자 정보, 구매자별 거래빈도와 거래량, 크레딧
거래 시기 등)는 탄소표준별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Forest
Trends에서 탄소크레딧 구매 사실을 공개한 구매자 또는 잠재적 구
매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결과를 기반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크레딧 거래 규모, 크레딧 가격 범위 등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Forest Trends가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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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설문조사 대상에 대한 샘플링 정확성 문제, 낮은 설문지 회
수율 등을 고려했을 때 매년 보고되는 정보가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
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정확한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가격과 구매자 정
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생태계 서비스 상품(탄소크레딧) 구매자들의
선호 특성은 산림탄소사업에서 공급된 탄소크레딧의 거래 여부를 통
해 추정할 수 있다. 현시선호이론을 기반으로 산림탄소사업에서 공급
된 탄소크레딧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1단위(1 unit)이상 거래되었다
는 것은 탄소시장에서 구매자들의 선호가 구매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의 거래 여부(탄소크레
딧 구매자들의 현시선호)를 통해서 산림탄소사업들의 상품 속성(탄소
표준, 산림탄소사업유형, 사업규모,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발
적 탄소시장에서 개발된 산림탄소사업들 중 탄소크레딧이 1단위 이상
거래된 산림탄소사업들의 속성(탄소표준, 사업유형, 사업규모, 공편익
증진효과성)을 분석하고, 산림탄소사업 속성들의 탄소크레딧 거래에
대한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2.2. 분석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6개 탄소표준들(VCS, GS, Plan
Vivo, CAR, ACR 및 ISO 14064)과 CCBS를 기반으로 개발된 산림탄소
사업들의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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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탄소표준별 등록부8)에 등록된(registered) 143개의 산림탄소사
업들 중 126개 사업에서 최소 1단위 이상의 탄소크레딧이 생산
(issued)되어 등록부에 등록되었다. 탄소크레딧이 생산된 126개 산림
탄소사업들 중 사업계획서(Project Design Document, PDD)와 사업
검증보고서(Verification Report, VR), 해당 사업의 탄소크레딧 거래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4개의 사업을 제외한 122개 산림탄소사업들의 사업
개발 특성에 따른 탄소크레딧 거래율(Registration-to-Retirement,
RTR)을 분석하였다. 탄소크레딧 거래율(RTR)은 탄소표준별 등록부에
등록된 산림탄소사업들 중 탄소크레딧이 최소 1단위(unit) 이상 탄소
시장에서 거래 된 후 최종소비자에 의해 소각된(retired) 사업들의 비
율을 의미한다. 산림탄소크레딧 거래율(RTR) 분석시 산림탄소사업에
서 생산된 탄소크레딧중 최소 1단위 이상의 탄소크레딧이 소각된
(retired) 사업만 분석한 이유는 탄소크레딧이 탄소시장의 중간판매상
(도·소매업자 등)에게 판매된 후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되어 중복 분
석되는 오류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6개의 탄소표준별 등록부에 등록된
143개의 산림탄소사업들 중 탄소크레딧이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사업
은 77개였으며, 이들 중 사업계획서(PDD)와 사업검증보고서(VR)가
공개되지 않은 사업은 5개였다.

3.2.2.1.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표준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표준(CCBS 포함)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분
석을 위하여 143개 산림탄소사업들의 탄소표준별 사업개발 빈도와
탄소크레딧 거래율(RTR)을 비교·분석하였다.
8) VCS, CAR, ACR의 탄소표준별 등록부와 Markit Environmental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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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산림탄소사업 유형 및 규모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산림탄소사업 유형(AR, IFM, REDD+)과 사업규모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산림탄소사업 사업 규모에 따른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분석을 위해 산림탄소사업의 연간 탄소흡수량(연간 탄소크레딧
생산량)을

5단계(1,000tCO2-e

이하,

10,000~100,000tCO2-e,

1,000~10,000tCO2-e,

1,000,000~10,000,000tCO2-e,

10,000,000tCO2-e 이상)로 분류하고, 산림탄소 유형별(AR, IFM,
REDD) 사업규모에 따른 탄소크레딧 거래율(RTR)을 비교·분석하였다.

3.2.2.3.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성 따른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
편익 증진효과 인증 여부가 탄소크레딧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탄소표준별 등록부에 등록된 143개의 사업들 중 공편익 증진효
과가 인증된 산림탄소사업(co-benefit-oriented standard group,
예를 들면 CCBS 추가 인증을 받은 산림탄소사업, GS 사업, Plan Vivo
사업)들과 탄소감축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산림탄소사업(emissions
reduction-centered carbon standard group, 예를 들면 CCBS 추가
인증을 받지 않은 VCS 사업, CAR 사업, ACR 사업, ISO 사업)들의
탄소크레딧 거래율(RTR)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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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영향요인 분석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개발된 다양한 산림탄소사업들의 속성들(탄소표
준, 산림탄소사업 유형, 산림탄소사업의 규모,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성 인증 여부)이 탄소크레딧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회귀모델은 확률효용모델(random utility model)로서
산림탄소크레딧 구매자가 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산림탄소사업들 중
어떤 속성(탄소표준, 사업유형, 사업규모, 공편익 증진 여부)을 가진
사업의 탄소크레딧을 선택하여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설
명한다. 확률효용이론에 기반한 확률효용모델(Hanemann, 1984)에서
의사결정자는 선택가능한 대안(상품들) 중 가장 효용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여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

개인 i가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선택 가능한 사업의 수가 j개일 때, 개
인의 효용을 관찰 가능한 산림탄소사업의 특성(xij)과 개인의 특성(si)
으로 표현한다면 결정적 효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ij=V(xij, si)

하지만 개인의 총 효용(Uij)은 관측 가능한 결정적 효용(Vij) 이외에
관측되지 않는 확률적 효용(εij)을 포함한다.

Uij=Vij+ε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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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효용(εij)의 확률분포에 의하여 확률효용모델의 형태가 결정된
다. 이 모델에서는 구매자가 사업을 선택하여 구매할 확률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여 로짓확률효용모델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로그의 오즈비는 예측변수(X)의 선형 결합으
로 표현하였다.(Miller et al., 2012):
Log odds= Log p/1-p = β0 + β1X + β2X + ... βkX
P{산림탄소사업의 크레딧을 구매하여 거래=“1”} = 1/(1+e-[β0+ β'Xi)
* p = 구매자가 산림탄소사업의 크레딧을 구매할 확률
β0 = 절편
β‘ = 회귀계수
Xi = 예측변수 (예: 사업규모, 사업 유형, 탄소표준, 공편익 유무)

종속변수인 탄소크레딧 거래 여부는 산림탄소사업에서 생산된 탄소크
레딧이 최소 1단위라도 거래가 되었다면 1, 탄소크레딧이 거래가 되
지 않은 사업은 0의 값을 부여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상수, 산림탄소사업 유형, 탄소표준의 공편익 특성, 산림탄소
사업 규모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사업유형(AR, IFM, REDD+)은 더미
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탄소표준의 공
편익 특성은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공편익 효과성이 인증된 사업
(CCBS 추가 인증을 받은 산림탄소사업), 탄소감축과 함께 다양한 사
회·경제·환경적 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된 탄소표준(PlanVivo,
Gold standard 등)을 사용한 산림탄소사업은 1로 처리하고, 산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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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만 검증하는 탄소표준은 0의 값을 부여하였
다. 사업규모는 산림탄소사업의 연간흡수량을 사용하였다. 탄소크레딧
거래를 예측하기 위한 최적 회귀식 도출을 위하여 회귀식에 모든 변
수를 포함시킨 베이스 모델(equation1)에서 상관성이 낮은 변수를 제
거해 나가는 backward elimination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업
규모가 제외된 최종 모델(equation2)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로
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표본(samples) 규모(122개)는 Long (1997)
이 제안하고 있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을 위한 분석
요건인 변수당 최소 10개의 관측치(observations)와 최소 100개의
표본(samples)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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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사업개발 특성

4.1.1.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현황

4.1.1.1. 해외 지역별 산림탄소사업 개발 현황

본 연구에서 77건의 산림탄소사업들 중 사업계획서가 공개된 72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크레딧이 거래된 사업
들 중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경영 사업
이 18건, 산림전용방지 사업 25건으로 나타났다. 72개 사업들의 지역
별 사업개발 빈도와 사업규모(사업대상지 면적, 총 예상 탄소흡수량)
를 분석한 결과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산림전용방지 사업도 중남
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도국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개
발되었다. 그러나 산림경영 사업은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선진국에서
주로 개발되었다(표 3).

사업 유형별 사업 규모(사업 대상지 면적 및 총 탄소흡수량)를 분석한
결과 산림전용방지사업이 다른 사업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었으며, 산림경영,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산림탄소사업유형이더라도 사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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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의 지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평균 면적과 예상 탄소흡수량에서
차이가 있었다(표 3, 부록 참조).

표 3.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현황
신규조림･재조림
구분

산림경영

산림전용방지

사업 총 면적 총 예상흡수량 사업 총 면적 총 예상흡수량 사업 총 면적
건수 (ha)
(tCO2)
건수 (ha)
(tCO2)
건수 (ha)

아프리카 15

52,559

34,566,712 0

0

0 6

총 예상흡수량
(tCO2)

1,938,133

230,398,829

277,500 14 5,249,833

307,111,497

중남미

11

51,374

9,857,527 1

7,400

아시아

1

282

320,467 1

25,000

4,140,409 3

130,426

105,247,438

북미

2

316

198,597 12

78,037

43,877,218 2

778

1,209,344

오세아니아

0

0

0 4

34,574

3,522,751 0

0

0

51,817,878 25 7,319,170

643,967,108

합계

29 104,531

평균

-

3,605

44,943,303 18 145,011
1,549,769 -

8,056

2,878,771 -

292,767

25,758,684

4.1.2.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자 특성

4.1.2.1. 산림탄소사업별 개발자 유형 및 특성
해외 산림탄소사업의 주요 사업개발자는 민간기업들과 다양한 비정부
기구(NGO)들로 나타났다. 전체 29건의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들 중
민간기업이 개발한 사업이 14건(48%), NGO가 개발한 사업이 1건
(3%), 민간기업과 NGO가 공동개발한 사업이 13건(45%)으로 나타났
으며, 지역주민(개인)이 자신의 사유림에 개발한 사업이 1건(3%)으로

- 59 -

나타났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크레딧이 거래된 사업들 중 공공
부문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 사업은 전체 18건의 사업들 중 민간기업에 의해 개발된 사
업이 6건(33%), NGO가 개발한 사업이 5건(28%)이었으며, 지역주민이
개발한 사업 2건(11%), 민간기업과 NGO,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이 공
동 개발한 사업이 각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호주에서 개발된 산림경
영 사업들의 경우 산주들이 목재생산을 위해 경영하던 산림을 기후변
화 대응 측면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산림경영 사업으로 전환 개발하였
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이 개발한 사업이 1건이었고, 민관협력으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개발한 사업이 2건이었다.

산림전용방지사업은 전체 25건의 사업들 중 민간기업이 개발한 사업
이 13건(52%), NGO가 개발한 사업이 8건(32%), 지역주민이 개발한
사업 2건(8%), 그리고 민간기업과 NGO가 공동개발한 사업이 1건
(4%)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부문이 개발한 사업은 없었으며, 민관협력
을 통해 중앙정부와 NGO, 민간기업이 공동개발한 사업이 1건(4%)으
로 확인되었다. 아프리카에서 개발된 산림전용방지 사업의 경우 소규
모 산주들이 산림탄소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Plan Vivo 운영
표준의 번들링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되었다.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들은 민간부문 행위자들(기업,
NGO 등)에 의해 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서
분석 결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민간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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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실천 측면에서 사업을 개발하였다. 동시에 향후 규제시장 확대
와 추가적인 감축의무 할당 등에 대비하여 탄소크레딧을 사전에 확보
하기 위한 전략으로 산림탄소사업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GO들
은 기후변화 문제해결과 산림보호를 통한 환경보전을 선도하기 위하
여 산림탄소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된 사업은 매우 드물었는데, 이 사업
들의 목적은 자발적 산림탄소사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공
공부문 행위자들은 민간개발자들의 사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사업개발자 현황 및 특성
신규조림･재조림
구분

민간

공공

민관
협력

사업 수
(개)

비율
(%)

산림경영
사업 수
(개)

산림전용방지

비율
(%)

사업 수
(개)

비율
(%)

민간기업

14

48.3

6

33.3

13

52.0

NGO

1

3.4

5

27.8

8

32.0

지역주민(또는 개인)

1

3.4

2

11.1

2

8.0

민간기업+NGO

13

44.8

1

5.6

1

4.0

민간기업+지역주민
(또는 개인)

0

0.0

1

5.6

0

0.0

지방정부

0

0.0

0

0.0

0

0.0

공기업

0

0.0

1

5.6

0

0.0

중앙정부+NGO
+민간기업

0

0.0

0

0.0

1

4.0

지방정부+민간기업

0

0.0

2

11.1

0

0.0

29

100.0

18

100.0

25

1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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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산림탄소사업 개발 협력 특성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은 민관협력으로 개발되거나,
민간부문 행위자들의 주도로 개발되고 있었다. 다른 사업유형과 비교
했을 때 소규모 사업들의 비율이 높은 신규조림･재조림사업들은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개발 비율이 민간행위자 주도의 사업개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림경영 사업은 민관협력 비율과 민간주도 개발 비
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규모 산림탄소크레딧 확보가 가능
한 산림전용방지사업들은 민간 행위자가 주도하는 사업개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 산림탄소사업들의 개발 및 투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
행위자인 민간기업들과 NGO들이 사업개발과 투자를 주도하였으나,
산림탄소사업 유형에 따라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개발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적으로 탄소크레딧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거나, 공익적 목적 또는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공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사업들의
경우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개발 및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5).

표 5.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사업개발 협력 특성
구분
민관협력 개발
민간주도 개발
공공 개발
합계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수
비율
(개)
(%)
18
62.1
11
37.9
0
0.0
29
100

산림경영
사업 수
비율
(개)
(%)
8
44.4
9
50.0
1
5.6
18
100.0

- 62 -

산림전용방지
사업 수

비율(%)

10
15
0
25

40.0
60.0
0.0
100.0

4.1.3.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투자 유형 및 특성
4.1.3.1. 해외 산림탄소사업 투자 유형
해외 산림탄소사업들의 투자 특성 분석 결과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소
유자와 외부 투자자의 공동투자 또는 사업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
원을 외부투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사업투자자(또는 사
업개발자)의 단독투자로 개발된 사업 비율은 세 가지 사업유형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규조림･재조
림사업들은 외부 투자에 의존적인 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에서 개발된 신규조림･
재조림사업들은 선진국들의 개발원조 지원 또는 지역사회 개발 등의
다양한 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외부 공적자금 지원 또는
공공자금의 투자를 통해 사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하였다. 산림경영 사업과
산림전용방지사업의 경우 사업소유자(또는 사업개발자)와 외부 투자자
들의 공동투자를 통해 개발된 사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6.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들의 재원 투자 특성
구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개)
(%)
(개)
(%)

산림전용방지
사업 수 비율
(개)
(%)

단독투자
(사업소유자 단독투자)

3

10.3

4

22.2

4

16.0

공동투자
(사업소유자 외
공동투자자 존재)

11

37.9

8

44.4

15

60.0

외부투자 의존
(사업 재원을
외부 투자에 의존)

15

51.7

6

33.3

6

24.0

합계

29

100.0

18

100.0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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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산림탄소사업의 재원 투자 특성
해외 산림탄소사업들의 재원 투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유형에
따라 재원 투자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29건
중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지원금으로 개발된 사업들이 11
건(38%), 민간기업들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개발된 사업이 10건(35%)
으로 재원 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NGO와 지역주민
(개인)이 투자한 사업이 각각 2건이었으며, 민간기업과 지역주민(개인)
의 공동 투자,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개인)의 공동투자로 개발된 사업
들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또는 개인)이 재원
을 투자한 사업들도 각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표 7).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들은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개도국에서 개
발되었으며,

미국의

개발원조지원(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통해 아프리카에 개발된 사
업이 11건 이었다. 민간기업이 투자하여 개발된 사업(10건)들은 민간
기업들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개발하였다.

산림경영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가 10건(NGO 9건, 민간기업 1
건)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 투자는 총 4건(중앙정부 1건, 지방
정부 2건, 공기업 1건)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재원투자
는 총 4건으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의 공동 투자한 사업
이 3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공동투자 사업이 1건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선진국에서 NGO가 선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경
영 사업을 개발하고 재원을 투자하거나, 민간기업이 개발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에서는 목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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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산림경영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경영 사업을 시도하는 개인산주들을 위해 지방정부가 사업
을 함께 개발하며,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림전용방지사업은 민간부분의 재원투자비율이 세 가지 사업유형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24건의 사업들 중 민간기업의 재원투자가
12건, NGO에 의한 투자가 4건, 지역주민(개인)의 투자가 2건이었다.
공공부문에 의한 재원투자는 없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개발은
2건으로 지역주민, 중앙정부 및 공기업이 함께 사업을 개발하였다. 산
림전용방지 사업은 신규조림･재조림 사업과 유사하게 민간기업이 자
체 재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개인)에 의한 산림전용방지사업 투자는 Plan Vivo의 사전회
계 방식으로 외부의 재정 지원 없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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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사업재원 투자 특성
신규조림･재조림
구분

민간

공공

산림경영

산림전용방지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개)
(%)
(개)
(%)
(개)
(%)

NGO

2

6.9

9

50.0

4

16.0

민간기업

10

34.5

1

5.6

12

48.0

지역주민/개인

2

6.9

0

0.0

5

20.0

민간기업+지역주민/개인

1

3.4

0

0.0

2

8.0

중앙정부

1

3.4

1

5.6

0

0.0

지방정부

1

3.4

2

11.1

0

0.0

공기업

0

0.0

1

5.6

0

0.0

타국가 정부

11

37.9

0

0.0

0

0.0

중앙정부+지방정부

0

0.0

0

0.0

0

0.0

중앙정부+지역주민(또는 개인)

1

3.4

0

0.0

1

4.0

지방정부+지역주민(또는 개인)

0

0.0

1

5.6

0

0.0

0

0.0

0

0.0

1

4.0

0

0.0

3

16.7

0

0.0

29

100

18

100

25

100.0

민관
협력 공기업+지역주민(또는 개인)
지방정부+민간기업
+지역주민(또는 개인)
합계

4.1.3.3. 산림탄소사업의 토지 투자 특성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들은 대부분 사유지에서 개발되었
으나, 사업유형별로 토지 소유자 속성에 차이가 있었다. 신규조림･재조
림 사업들은 지역주민(소규모 자영농 또는 산주)들이 소유한 토지 및 공
동체 소유지에서 개발된 사업이 17건으로 사유지에서의 사업개발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개발된 다수의 신규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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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림 사업들은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수의 소규모 토지 소유주
들이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묶음형 사업(Bundling project) 형태로
개발되었다. 일부 사업들은 민간기업들이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소유의 사유지에서 개발되었다(표 8).

산림경영 사업은 주로 민간기업이 소유한 사유지(8건)에서 개발되었으
며, 일부 사업들은 지역주민(개인) 소유의 사유지(4건) 또는 지방정부
소유의 국공유지(4건)에서 사업이 개발되었다. 선진국에서 주로 개발된
산림경영 사업들은 기존에 목재 수확을 위해 관리되던 대규모 산림을
탄소크레딧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방법을 도입하면서 개발되었다(표 8).

산림전용방지사업은 다른 산림탄소사업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국공유
지에서 대규모로 사업이 개발되는 빈도(9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지역주민의 공동체 소유지 및 개인 사유지에서 사업이 개발된
빈도(9건)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도국에서 주로 개발된 산림
전용방지사업들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개발을 유도하면서, 국공
유지를 사업대상지로 제공하고, 외부사업자가 사업을 직접 개발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 소유의 사유지 또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소유지에서도 산림전용 사업들이 개발되기도 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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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사업대상지(토지) 투자 특성
신규조림･재조림

구분
토지 유형

토지 소유자

산림경영

산림전용방지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개)
(%)
(개)
(%)
(개)
(%)

중앙정부

2

6.9

0

0.0

8

32.0

지방정부

1

3.4

4

22.2

1

4.0

공기업

1

3.4

0

0.0

0

0.0

민간기업

7

24.1

8

44.4

5

20.0

NGO

0

0.0

2

11.1

0

0.0

지역주민(또는 개인)

14

51.7

4

22.2

1

4.0

민간기업+
지역주민(또는 개인)

0

0.0

0

0.0

0

0.0

공동체 소유지

지역주민

2

6.9

0

0.0

5

24.0

사유지+
공동체 소유
지

지역주민

1

0.0

0

0.0

3

8.0

중앙정부+
지역주민(또는 개인)

0

0.0

0

0.0

1

4.0

지방정부+
지역주민(또는 개인)

1

3.4

0

0.0

0

0.0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역주민(또는 개인)

0

0.0

0

0.0

1

4.0

합계

29

100

18

100

25

100

국공유지

사유지

복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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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해외 산림탄소사업 수익배분 구조 및 특성

4.1.4.1. 산림탄소사업들의 탄소크레딧 수익배분 특성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들은 사업개발자와 투자자가
탄소크레딧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거나, 탄소크레딧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개도국에서 주로 개발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들과
산림전용방지 사업들은 사업개발자(또는 재원 투자자)와 토지투자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으나, 선진국에서 주로 개발된 산림경영 사업들은 사
업개발자(또는 재원 투자자)가 토지투자자와 일치하는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토지 소유관계로 인해 신규조림･재조림 사업과 산림전
용방지사업에서 토지 투자자의 탄소크레딧 소유권 또는 수익배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산림경영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3, 표9)

표 9.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산림탄소사업들의 탄소크레딧 수익배분 구조

구분

신규조림･재조림
(29건)

산림경영
(18건)

산림전용방지
(25건)

사업 수 수익배분율 사업 수 수익배분율 사업 수 수익배분율
(개)
(%)
(개)
(%)
(개)
(%)

사업 개발자

26

89.7

16

88.9

21

84.0

재원 투자자

24

82.8

14

77.8

17

68.0

토지 투자자

9

31.0

13

72.2

13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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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산림탄소사업들의 비탄소 수익배분 특성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크레딧이 거래된 산림탄소사업의

86%

가 탄소크레딧 수익 이외에 비탄소 수입원을 통한 수익 창출을 사업개
발 단계부터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크레
딧이 거래된 산림탄소사업 72건 중 62건의 사업들이 비탄소 수입원
(예: 목재, 비목재산물, 양봉, 혼농임업을 통한 수익, 환금작물 생산,
열매, 고무, 수공예품 생산, 연료목, 생태관광 수익 등)을 통해 추가적
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에 따라 비탄소 수입원
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과 수익배분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들 중 비탄소수익을 고려한 사업은 전체 29건의
사업들 중 27건(93.1%)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전용방지 사업들은 전체
25건의 사업들 중 21건(84%)으로 나타났다. 신규조림･재조림 사업과
산림전용방지 사업들은 다양한 유형의 비탄소 수입원을 통해 추가 수
익을 확보하거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 부족한 탄소크레딧 수익을 보
충하고, 부족한 재원을 비탄소수익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림경영 사업은 비탄소 수입원을 통한 추가 수익이 고려된
사업의 비율이 전체 18건의 사업들 중 10건(55.6%)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10).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들과 산림전용방지 사업들에서 비탄소 수입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소유권은 대부분 지역사회(또는 지역주민) 또는
토지투자자에게 할당되었다. 반면 산림경영 사업에서 비탄소 수입원
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유자(또는 사업개발자)와 토지투자자에
게만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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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서 주로 개발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과 산림전용방지 사업
들의 사업소유자(또는 사업개발자)들은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비탄소수
익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실천과 공편익 증진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은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탄소
수입원을 지역주민에게 할당하였고, 산림전용방지사업의 경우 기존에
산림을 이용하거나 전용하던 지역주민들에게 전용방지를 위한 보상책
으로서 비탄소수입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주로 개발되고 있는 산림경영 사업들은 산림경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과 함께 탄소크레딧을 통한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사
업이 개발되었으며, 비탄소 수입원을 통한 추가 수익들도 사업개발자
와 투자자가 직접 소유함으로써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이익창출에 초점
을 맞추어 사업이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 사업의 경우,
기존의 목재 수확을 위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던 산림에서 추가적으로
산림탄소크레딧을 생산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비탄소수입원의 분배를 고려한 사업은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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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산림탄소사업들의 비탄소 수익배분 구조

구분

신규조림･재조림
(29건)

산림경영
(18건)

산림전용방지
(25건)

사업 수
(개)

비율
(%)

사업 수
(개)

비율
(%)

사업 수
(개)

비율
(%)

비탄소수익
고려한 총 사업 수

27

93.1

10

55.6

21

84.0

사업 개발자

2

6.9

5

27.8

5

20.0

재원 투자자

0

0.0

0

0.0

0

0.0

토지 투자자

20

69.0

8

44.4

12

48.0

지역주민 (지역사회)

27

93.1

1

5.6

21

84.0

※ 사업 유형별로 사업 개발자, 재원 투자자, 토지 투자자, 지역주민(지역사회)에게
비탄소수익이 중복적으로 배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빈도 분석시
중복카운트를 허용하였다.

4.1.5. 해외 산림탄소사업들의 유형별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특성

탄소크레딧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사업들 중 CCBS 추가인증
을 받은 사업들과 PlanVivo 및 GS 사업들은 다양한 공편익 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산림탄소사업 유형별로 공편익 증
진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사업 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공편
익 증진 프로그램은 차이가 나타났으나, 환경적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
은 사업 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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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 개발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들과 REDD+ 사업들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 공편익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추가 수입원 확
보(예: 탄소크레딧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 거래
를 통한 수익 창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와
지역사회 이익 분배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산림탄소사업의
관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사업 경영
및 산림생태계 관리, 양묘장 관리 등에 대한 교육(예: 현장 기술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산림탄소사업 참여를 위한 공청회 실시, 정기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를 보장하고, 토지이용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토지이용권 및 거주권 보장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하였다.

개도국에서 주로 개발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들은 혼농임업(agroforestry)
또는 집중농지 조성을 통한 식량 문제 해결, 대체 연료 공급을 통한 에너
지 문제 해결,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예: 농업기
술, 보건, 환경,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회기반 시설(예: 학교, 보건소, 주택, 우물, 태양
광 발전 시설 등) 건설 등의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하고
있었다. REDD+ 사업들은 산림전용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생태관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태관광 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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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사업들은 신규조림․재조림, 산림전용방지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회·경제적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 사업들의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들은
효과적인 탄소사업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예: 산림관리를 위한 현
장조사 기술 교육,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술 및 안전 교육, 탄소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 등)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산림경영 사업에서 강조하는 지역주민 고용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
역 주민들의 산림탄소사업 참여 기회 보장, 갈등관리 체계 구축 등의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은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REDD+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공편익 증진 측면에서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REDD+ 사
업들은 공통적으로 산림 면적 증가 또는 보전을 통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환경 개선, 중요 서식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멸종위
기종 보호 및 개체수 증가, 기후변화 저감 효과 등을 강조하였다. 신규
조림·재조림 사업들은 자연경관 개선,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태계 연결
성(connectivity) 확보, 산림조성을 통한 수자원 함양 및 수질 개선,
자연재해(예: 홍수, 가뭄, 토양침식 등) 대응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였
다. 중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Biodiversity Hotspot), 멸종위기종
(IUCN Red List) 서식지역, 중요 보호지역(예: 국립공원 등), 보전 가
치가 높은(high conservation value)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REDD+
사업들은 구체적인 멸종 위기종 보존 및 생물다양성 증진효과를 강조
하였다. 또한 산림전용 및 훼손 방지를 통한 수계보호 및 수자원 함양
효과도 강조하였다.

산림경영 사업들은 경관 개선 및 휴양기회 제공,

수종 갱신 등을 통한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안정성 확보,
민감 수종 관리를 위한 완충지역 설정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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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
사회·경제적 편익

신
규
조
림
·
재
조
림

환경·생태적 편익

• 소규모 자영농들간의 그룹형 사업 추진 지원
•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림탄소사업을 위한 지역주민 고용
• 지역사회 경제적 수익 창출
- 탄소사업을 통한 수익 지역사회 분배
- 비목재임산물(열매, 환금작물, 양봉, 고무, 약초 등)의
생산 수익창출 및 지역사회 분배
• 식량공급 및 기근 문제 해결
- 혼농임업(agroforestry)을 통한 식량 공급
• 에너지 공급
- 연료목 제공, 쿡스토브, 태양광 에너지 등
• 지역주민 역량강화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교육 및 훈련, 교육자료 배포
- 산림탄소사업 경영, 산림관리 및 양묘장 관리,
- 농업기술 / 보건 / 환경 / 여성 교육 등
• 기초 사회기반 시설 건설 및 투자
- 학교, 진료소, 주택, 태양광 발전 시설, 우물 등
• 지역 주민들의 탄소사업 참여 기회 보장 및 갈등관리
- 공청회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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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재조림을 통한 산림면적
증대 및 서식지 개선
- 농지의 조림·재조림을 통한 서식지 면적 증대
• 생물다양성 보존 효과
- 멸종위기종 보호 및 개체수 증가
• 지역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태적
연결성 확보
• 지역환경 개선
- 수자원 함양 및 수질개선
• 자연재해 대응 기반 강화
- 홍수, 가뭄, 토양침식 등
• 기후변화 저감

사회·경제적 편익

환경·생태적 편익

•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생물다양성 보존 효과

- 산림관리, 탄소 측정 / 산림 모니터링, 양묘사업 관리 등
- 생태관광 가이드 / 여성 고용 증대

•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및 보호지역 관리

• 지역사회 경제적 수익 창출 및 인프라 구축

- 멸종위기종 보호 및 개체수 증가

- 탄소사업을 통한 수익 지역사회 분배

• 수자원 함양 및 수계보호

-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 수익 창출 및 지역사회 분배

• 기후변화 저감

- 혼농임업 및 수익작물 재배를 통한 수익 확대
R
E

- 생물다양성 높은 지역의 산림(서식지) 보전

-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주민 역량강화

D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교육 및 훈련, 교육자료 배포

D

- 산림탄소사업 /산림생태계 관리에 대한 워크숍/세미나

+

- 농업기술 / 보건 / 환경 / 여성 교육 등
• 지역 주민들의 탄소사업 참여 기회 보장 및 갈등관리
- 공청회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 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경영 참여 보장
-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보장
- 협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토지이용권 및 거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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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편익

환경·생태적 편익

•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 산림경영 활동(벌채 등) 및 목재가공 등

- 멸종위기종 보호 및 개체수 증가

- 산림관리 및 모니터링 등

• 경관 개선 및 휴양기회 제공

• 탄소사업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 현장 조사기술 / 산림경영 기술 / 안전 교육
산
림
경
영

- 수종 갱신 등

- 탄소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 등

• 산림면적 증대 또는 유지

• 지역 주민들의 탄소사업 참여 기회 보장 및 갈등관리
- 공청회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 지역 주민들의 산림탄소사업 경영 참여

• 민감 수종의 관리를 위한 완충지역 설정 및
관리
• 기후변화 저감

-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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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소결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민간부문 행위자들(민간기업,
NGO, 지역사회, 산주 등)들이 산림탄소사업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다.
해외 산림탄소사업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업 투자모
델을 통해 개발되었다.

산림탄소사업 개발에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의 재원이 활용되었다. 대
부분의 산림탄소사업들은 사업소유자(또는 사업개발자)와 외부 투자자
의 공동투자, 또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외부에서 투자 받아
개발되었다. 산림탄소사업의 재원과 토지 투자 특성은 사업개발 목적,
사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된 사업들과 탄소
크레딧을 통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예: 소규모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등)은 주로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공적기금 또는 공공
부문(public sector)의 지원 등에 대한 재정적 외부 의존률이 높았다.

사업기간이 길고, 고위험 투자 사업에 해당되는 산림탄소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독투자보다는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이 개발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투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이 개발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된다.

반면, 대량의 탄소크레딧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규
모 사업일수록 민간부문 행위자들의 사업개발 참여와 투자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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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일부 산림탄소사업들은
지역주민 또는 소규모 산주들의 사업개발 참여유도를 위해 묶음형 사
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을 규모화하였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이

거래된

산림탄소사업들의

86%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탄소크레딧
판매 수익 외에 추가 수익원을 사업개발 단계부터 고려하였다.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조성, 산림경영 및 산림보전 과정에서 추가적
으로 생산되는 비목재임산물,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효과를 활용한 생
태관광 개발 등 사업개발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비탄소 수입원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였다. 특히 소규모 산림탄소사업들은 사업개발 초
기 부족한 사업재원 또는 낮은 탄소크레딧 수익 문제를 비탄소 수익
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러한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은 산림 생태계 관리 과정에서 시너지
가 창출되는 상호의존적인 생태계 서비스들을 개별 상품으로 계층화
(layering)하여 개발하고, 서로 다른 시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하
는 사업 모델의 특성을 보여준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사업개발자들은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비탄소
수익을 지역사회(또는 지역주민들)에 환원하는 수익배분 구조를 활용
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산림탄소사업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
익 증진효과성을 강조하였다.

산림탄소사업들의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공편
익 증진 프로그램은 산림탄소사업 유형과 사업개발지역의 사회적·경제
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환경적 공편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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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야생 동・식물 서식지 환경 개선, 중요 서
식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멸종위기종 보호 및 개체수 증가,
기후변화 저감 효과 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규제적 탄
소시장과 다르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개발된 산림탄소사업들은 산림
을 통한 탄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
익 증진효과를 창출하는 산림탄소크레딧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탄소사업개발 특성은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생태계 증진
서비스의 상호의존성을 활용한 계층화(layering)사업 모델이 산림의
탄소감축효과 증진을 중심 서비스(umbrella service)로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를 강조하는 편승화(piggy backing) 모델로 변형·확장되는 특
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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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4.2.1.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표준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된 탄소표준은
VCS(n=70; 64.3%)이었으며, CAR(24건), GS(11건), Plan Vivo(9건),
ACR(7건), 그리고 ISO(5건)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2).
크레딧 거래 빈도를 분석한 결과 VCS 사업(n = 45; 64.3%)이 가장
높은 빈도로 거래되었으며, CAR(12건), Plan Vivo(8건), GS(6건),
ISO(4건), 그리고 ACR(2건)순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1>에
제시된 것처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VCS가 다른 탄소표준에 비하여
높은 빈도와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탄소크레딧
거래율(RTR ratio)은 Plan Vivo(88.9%), ISO(80.0%), VCS(64.3%),
GS(54.6%), CAR(50%), 그리고 ACR(28.6%)순으로 높았다.

표 12.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표준별 산림탄소크레딧 거래율(RTR)
구분

VCS

Plan
Vivo

GS

CAR

ACR

ISO

Total

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사업(개)

70

9

11

24

7

5

126

탄소크레딧이
소각된 사업 (개)

45

8

6

12

2

4

77

탄소크레딧 거래율
(%)

64.29

88.89

54.55

50.00

28.57

80.00

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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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표준별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분석 결과
여러 가지 탄소표준 들 중 VCS를 사용한 산림탄소사업 개발 빈도와
탄소크레딧이 거래·소각 사업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CS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표준화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여 탄소배출권의 품질을 보장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VCS의 이런 개발 목표와 탄소
표준의 특성이 산림탄소사업 개발자와 크레딧 구매자들의 산림탄소크
레딧에 대한 신뢰와 높은 탄소시장 점유율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탄소크레딧 거래율(RTR) 측면에서 Plan Vivo 사업의 탄소크
레딧 거래율(RTR)이 8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lan Vivo는 탄
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낙후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적 편익(예: 지속가능한 생계지원 등) 제공, 생태계 서비스 증진, 생물
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공편익 증진을 위해서 개발되었다. Plan Vivo
는 VCS보다 완화된 탄소산정(accounting) 방법론과 기준을 제공하면
서,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공편익) 증진효과를
묶어서 제공하는 묶음형(bundling)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Plan Vivo의 지불방식은 다른 탄소표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과기반(output-based) 메커니즘의 사후회계 지불방식이 아닌, 투입
기반(input-based) 메커니즘의 사전회계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크레딧 구매자 입장에서 지불비용 대비 실제 탄소크레딧 확보량이 작
아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시장에서 탄소크레딧 거래율(RTR)
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Plan Vivo의 높은 탄소크레딧 거래율은 시장
기반 PES 메커니즘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성과기반 메커니즘과 투입
기반 메커니즘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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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뿐만 아니라 공편익 증진효과성도
고려해야 하는 GS 사업들의 탄소크레딧 거래율(RTR)이 탄소감축에
초점을 맞춘 다른 탄소표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2.2. 산림탄소사업 유형 및 규모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4.2.2.1.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조림·재조림 사업유형으로 개발된 사업이 가장 많았으나, RTR 비율은
가장 낮았다. 조림·재조림, REDD, 산림경영 사업 유형으로 개발되어
탄소 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의 수는 각각 57건, 38건, 31건이었다. 자
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어 탄소크레딧이 최종적으로 소각된 사업의
수는 조림·재조림 32건, REDD 25건, 산림경영 20건이었다. 그러나
REDD 사업이 가장 높은 RTR 비율(65.8%)을 기록하였으며, 산림경영
사업(64.5%), 조림·재조림(56.1%)순으로 RTR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REDD와 산림경영 사업은 사업개발 이후 첫해부터 대량의 탄소크레
딧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조림·재조림 사업은 임분의 형성과 생장을
위한 수 년 후에 탄소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REDD와 산림경영 사
업의 RTR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규모로 개발 가능한 REDD와 IFM
사업유형의 재정적 이점과 대규모의 탄소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잠
재성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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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산림탄소사업 규모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126개의 산림탄소사업의 개발과 거래 특성을 최소 149tCO2-e에서부
터 최대 6,550,000tCO2-e에 달하는 탄소크레딧 생성 규모에 따라 분
석하였다. 연간 탄소흡수량이 최소 10,000tCO2-e인 조림·재조림, 산
림경영, REDD 사업들의 RTR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가지 사업 유형 중, REDD 사업이 가장 규모가 컸으며, 연간 탄소
흡수량이 100,000tCO2-e 이상인 사업이 55.3% (38건 중 21건)을 차
지하였다. AR 사업 중에서는 연간 탄소흡수량이 1,000tCO2-e 이하
인 사업이 가장 높은 빈도로 거래되었으며, IFM 사업 중에서는 연간
탄소흡수량이 10,000tCO2-eㅇ와 100,000tCO2-e 사이인 사업의 거래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간 탄소흡수량이 10,000tCO2-e
이하인 소규모 조림·재조림 사업 중에서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을
사용한 사업의 탄소크레딧 거래율이 탄소감축 지향적인 탄소표준을 이
용한 사업의 탄소크레딧의 거래율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탄소흡수량이 1,000tCO2-e 이하이면서 거래가 완료된 4건의 사업 모두
GS 표준으로 사업이 개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간 탄소흡수량이
1,000tCO2-e에서 10,000tCO2-e인 8건의 사업은 Plan Vivo 2건,
GS 1건, VCS+CCB Standards 2건으로 확인되었다. CCB 탄소표준을
인증받는 대신에 탄소크레딧의 잠재적 수익이 제한된 소규모 Plan
Vivo와 GS 사업들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 확보에 집중하였다.

탄소감축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탄소표준보다 공편익을 고려한 탄소
표준으로 개발된 사업에서 생성된 탄소크레딧이 더 높은 비율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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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표13>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거래가 이루어진 18건의 연간
탄소흡수량이 10,000tCO2-e을 초과하는 조림·재조림 사업 중 11건의
사업이 CCB Standard를 획득한 VCS 사업이었으며, 2건은 Plan
Vivo 사업이었다. 공편익 효과를 포함하는 대규모 REDD 사업의 탄
소크레딧의 거래유이 높았다. 연간 탄소흡수량이 100,000tCO2-e을
초과하는 21건의 REDD 사업 중 14건이 공편익을 고려한 탄소표준으
로 개발되었으며, 12건(85.7%)의 사업에서 생성된 탄소크레딧이 거래
되었다. 공편익 증진효과가 CCBS 추가 인증 등을 통해 증명된 조림·
재조림 사업과 REDD 사업에서 생성된 탄소크레딧의 거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공편익 효과가 쉽게 증명될 수 없는 산림경영
사업의 탄소크레딧 거래에 있어서 약간의 공편익 효과성을 고려한 다
양한 사업 규모에서 생성된 탄소크레딧이 거래되었다.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과 탄소크레딧 거래율의 관계를 사업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을 사용한 사업 중 조림·
재조림 사업이 33건, 산림경영 사업이 3건, REDD 사업이 18건으로
확인되었다.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을 적용한 사업의 산림탄소크
레딧의 거래는 탄소감축 지향적인 탄소표준으로 개발된 사업의 산림
탄소크레딧의 거래보다 더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래 성공
률은 조림·재조림 69.7%, 산림경영 100%, 그리고 REDD 사업 83.3%
로 확인되었다. 다른 사업유형에 비하여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으
로 개발된 산림경영 사업의 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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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규모별 탄소크레딧 거래율(RTR)
사업
유형
Project
type

신
규
조
림
·
재
조
림

산
림
경
영

R
E
D
D
+

공편익 지향적 탄소표준 기반 사업
(Co-benefit-oriented carbon standards)

사업규모
Annual
CO2uptake
(tCO2-e)

Credit
transactions
(n)

RTR
Ratio
(%)

<1,000
1,000-10,000
10,000-100,000

4/6
8/15
15/26

66.67
53.33
57.69

2/3
10/13

-

100,000-1,000,000

3/6

50.00

1/1

> 1,000,000
N.A.
Total

0
2/4
33/57

0
50.00
56.14

-

<1,000
1,000-10,000
10,000-100,000

1/1
5/6
9/15

100
83.33
60.00

100,000-1,000,000

5/8

62.50

1/1

-

-

> 1,000,000
N.A.
Total

0
0/1
20/31

0
0
64.52

-

-

-

<1,000
1,000-10,000
10,000-100,000

0
2/4
7/13

100,000-1,000,000
> 1,000,000
Total

VCS
+CCB
Standards

PlanVivo+
CCB
Plan Vivo
Standards

탄소감축 지향적 탄소표준 기반 사업
(CO2reduction-centered carbon standards)

GS

VCS

CAR

ACR

ISO

2/3
2/2

4/5
1/2
0/1

0/1
2/4
3/9

0/1
-

0/1
0/1

1/1
-

-

-

0/2

0/1

-

2/2

-

-

-

1/1
6/11

-

-

5/15

0/1

0/2
2/6

1/1
2/2

1/1
2/4

1/1
4/4
4/8

-

0/1
1/1

-

2/3

2/4

-

-

-

-

-

-

0

5/8

11/17

1/2

0
50
53.85

0
1/1
Minimum uptake: 852tCO2-e
Maximum uptake: 409,378tCO2-e
1/2
2/2

0/1
0/1

-

1/1
3/6

0/2
1/3

-

1/1
-

10/12

83.33

6/6

-

3/4

0/1

-

-

6/9
25/38

66.67
65.79

1/2
8/13

1/6

0

1/1

13/17
0
4/5
Minimum uptake: 149tCO2-e
Maximum uptake: 233,275tCO2-e
1/1
1/1
-

2/2

1/1

-

5/7
12/15
1/1
2/2
0
Minimum uptake: 4,388tCO2-e
Maximum uptake: 6,550,464tCO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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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산림탄소사업 유형별 공편익 증진효과성에 따른 탄스크레딧 거래율(RTR)
사업
유형

공편익 지향적 탄소표준 기반 사업

탄소감축 지향적 탄소표준 기반 사업

(Co-benefit-oriented carbon standards)

(CO2 reduction-centred carbon standards)

(Project
type)

등록
사업수
(개)

탄소크레딧
거래 후 소각된
사업수(개)

RTR
(%)

등록
사업수
(개)

탄소크레딧
거래 후 소각된
사업수(개)

RTR
(%)

신규조림
·재조림

33

23

69.70

24

9

37.50

산림경영

3

3

100.00

28

17

60.71

REDD+

18

15

83.33

20

10

50.00

합계

54

41

75.93

72

36

50.00

4.2.3.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성에 따른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공편익 증진효과에 대한 CCB Standards 추가
인증을 받은 사업, 공편익 증진을 지향하는 Plan Vivo, 또는 GS 탄
소표준을 활용한 사업의 탄소크레딧의 거래율이 탄소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VCS, CAR, ACR, ISO 표준을 사용한 사업들보다 거래율이 높게
나타났다. 126건의 산림탄소사업들 중 54건(42.9%)의 사업들이

공편

익을 증진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편익 지향 탄소표준을 사용하였
다(85건의 VCS 사업 중 34건이 CCB Standard를 획득하였다). 공편
익 증진을 지향하는 탄소표준으로 개발된 54건의 사업 중 41건의 사
업에서 생성된 탄소크레딧이 거래되었다. 탄소감축만 지향하는 탄소
표준으로 개발된 72건의 사업 중 36건의 사업에서 생성된 탄소크레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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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되었으며, 이는 각각 75.9%과 50.0%의 거래율을 나타낸다(표 15).

산림탄소크레딧의 구매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산림탄소사업의
공공 편익을 강조를 통한 대중 홍보 수단으로서 크레딧 구매동기를 얻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oldstein, 2015).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산림탄소사업 개발시 CCB Standard를 통해 공편익 증진효과를 인증
받거나,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크레딧의 거래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산림탄소사업 표준별 공편익 증진효과성에 따른 탄스크레딧 거래율(RTR)

구분

합
계

공편익 지향적 탄소표준 기반 사업
(Co-benefit-oriented carbon standards)

탄소감축 지향적 탄소표준 기반 사업
(CO2 reduction-centred carbon standards)

합
계

VCS+
CCBS

PlanVivo
+CCBS

Plan
Vivo

GS

합계

VCS

CAR

ACR

ISO

등록
사업수
(개)

126

54

34

1

8

11

72

36

24

7

5

탄소크
레딧
거래 후
소각된
사업수
(개)

77

41

27

1

7

6

36

18

12

2

4

79.4

100

87.5

54.5

50.0

50.0

50.0

28.6

80.0

RTR
(%)

61.1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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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영향요인 분석

앞에서 분석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율(RTR)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모델에서는 RTR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는 모든 변수(사업유형, 사업규모(연간 탄소흡수량tCO2e),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 사용 여부)를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한 최종 모델
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우도비 검정을 통하여 모델과 관련성이 낮은
변수를 제거하는 후진소거(Backward elimination)를 진행하였고, 최
종모델에서 사업규모 변수를 제거하였다. 최종 모델의 -2log 우도비
가 유의하고(p<.001),

X2 of Hosmer & Lomeshow 모델 적합도

검정이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최종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
다(X^2=.254, df=3, p=.968). 최종모델에 포함된 변수 중 공편익 지
향적인 탄소표준의 사용 여부가 탄소크레딧의 거래율과 상관성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1.00 is not included in 오즈비 95%
신뢰구간에 1.00이 포함되지 않음). 최종 모델의 pseudo R2는 0.14,
정확분류도는 66.1%로 확인되었다(표 16).

최종모델의 결과는 산림탄소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산림탄소의 거래·소각
확률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오즈비=4.37). 이 연구결과
는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가 자발적 탄소
시장의 탄소크레딧 구매자들의 중요한 구매동기임을 보고한 결과들과
일치한다.

- 89 -

표 16.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Equation

2

Estimates

S.E.

Wald

Odds
Ratio

95% CI of
Odds Ratio

-0.095

0.433

0.04
8

0.91
0

-

AR

0.658

0.569

1.334

1.930

IFM

-0.471

0.523

0.810

REDD

-

-

Co-benefit Oriented
Carbon standards

1.392**

Project size
(Annual absorption)

0.000

Constant

Project type

Estimates

S.E.

Wald

Odds
Ratio

-

0.046

0.395

0.014

1.047

-

-

0.632

5.893

0.539

0.551

0.958

1.714

0.583

5.045

0.624

0.224

1.741

-.648

0.479

1.829

0.523

0.205

1.338

4.213

-

-

-

-

-

4.903

-

-

-

0.464

8.996

4.025

1.620

9.998

1.475**

0.456

10.452

4.369

1.787

10.681

0.000

0.501

1.000

1.000

1.000

-

-

-

-

-

-

Summary statistics
Number of observation
used

121

121

-2 Log likelihood

147.391***

148.084***

Hosmer and Lomeshow test
(, df, p-value)

7.052, 8, 0.531

.254, 3, 0.968

Pseudo (Nagelkerke )

0.142

0.135

Percentage classified
correctly

66.9%

66.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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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of
Odds Ratio

4.2.5. 소결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표준별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분석 결과 성과
기반 PES 메커니즘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탄소
표준들이 성과기반 메커니즘과 사전회계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객
관적이고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제공하여 자발적 탄소시장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VCS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
사업개발자들과 탄소크레딧 구매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탄소표준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VCS 보다 완화된 탄소산정 방법론과 사업개발
기준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의 사회·경제·환경적 공편익 증
진을 위해 투입기반 메커니즘과 사전회계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Plan Vivo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율(RTR)이 탄소표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의 탄소감축 효
과성에 초점을 맞춘 성과기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 증진효과성도 고려한 사전
회계 방식의 투입기반 메커니즘도 함께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성에 대한 CCB Standards 추가인증
을 받거나, 엄격한 탄소산정 방법론과 함께 추가적인 공편익 증진효과
를 강조하는 GS 사업들도 탄소감축에만 초점을 맟춘 산림탄소표준
기반 사업들보다 탄소크레딧 거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공편익 지향적인 탄소표준을 활용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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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탄소사업들에의 탄소크레딧이 탄소감축에만 집중한 사업들의 탄소
크레딧보다 선호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산림탄소사업 개발 속성이 산
림탄소크레딧 거래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에서도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가 탄소크레딧 거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의 사업 규모에 따른 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로 개발된 산림경영(IFM)사업과 산림
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 사업들의 탄소크레딧 거래율(RTR)이 사
업개발 빈도가 가장 높았던 조림·재조림(AR) 사업들보다 높게 나타났
다. 중·대규모로 개발되어 대량의 탄소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IFM
사업과 REDD+ 사업들은 VCS 탄소표준을 활용하여 탄소감축의 엄격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CBS 추가 인증을 통해 사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공헌, 기업의 자발적 리더십 등을 강조하고, 홍보하면서
탄소크레딧의 시장경쟁력을 높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AR 사업
들은 CCBS 추가 인증 없이도, 산림탄소사업의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
과를 강조할 수 있는 PlanVivo와 GS를 활용하여 개발되는 특성이 나
타났다. 사업개발 과정에서 인증을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CCBS
보다는 탄소저감뿐만 아니라 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된 완화된
탄소표준인 PlanVivo와 GS 등을 사용해 사업개발 비용을 줄이는 동
시에 공편익 증진효과를 강조하면서 탄소크레딧의 시장경쟁력을 높였
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연구결과는 산림탄소사업 개발시 사업의 공편익 증진효과성에 대
해 인증을 받거나, 공편익 증진이 고려된 탄소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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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을 통한 다양한 생
태계

서비스

증진효과를

고려한

산림탄소사업

모델(Ecosysten

packaging model) 개발과 산림탄소사업의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성
을 인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 설계가 산림탄소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중
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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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기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 메커니즘인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과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을 분석하여, 산림탄소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 설계 및 운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 분석 결과 산림탄소크레딧이
거래된 산림탄소사업들은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산림의

다양한

상호의존적인

생태계

서비스들을

계층화

(layering)하고 상품화하여, 서로 다른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모델
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산림탄소사업 개발자들은 산림
생태계 서비스 계층화(layering) 사업 모델을 통해 창출된 다양한
비탄소수익을 지역사회(또는 지역주민들)에 환원하는 수익분배 체계를
도입하여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
증진효과를 강조하면서 산림탄소크레딧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산림탄소사업개발 특성은 시장기반의 PES 메커니즘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생태계 증진 서비스의 상호의존성을 활용한 계층화(layering)사업
모델이 산림의 탄소감축효과 증진을 중심 서비스(umbrella service)로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를 강조하는 편승화(piggy backing)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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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확장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분석 결과 이러한 다양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의 상호의존성 및 공편익 증진을 고려한 산림탄소
사업 모델과 사업개발 특성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의
거래율(RTR)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산림탄소사업의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를 동시에 강조하는 묶음화
(bundling) 모델을 제공하면서, 완화된 탄소산정 방법론과 불확실성
이 높은 사전회계 방식의 지불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Plan Vivo 사업
들의 높은 탄소크레딧 거래율(RTR)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생태계 서
비스의 상호의존성과 공편익 증진효과성을 고려한 메커니즘 설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탄소감축에 초점을 맞춘 성과기반(output-based)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산림을 통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증진에 초
점을 맞춘 투입기반(input-based) 메커니즘도 탄소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
의 다양한 상호의존적인 생태계 서비스 증진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
하는

packaging

사업

모델(예:

bundling,

layering,

piggy

backing 등) 개발과 산림탄소사업의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성을 시
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계가 산림탄소시장 활
성화(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활성화)와 산림탄소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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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한국은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
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결과의 신기후체제 파리협
정 하 신규 탄소시장 메커니즘 대응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파리협정 제6조 기반 신규 시장 메커니즘에서 대한 국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전 가능성과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인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
한다. 그러나 산림탄소사업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을 증진하면서 신기후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할 수 있
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축 수단이다. 특히 대규모 온실가스감축실
적(ITMOs)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공편익 증
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REDD+ 사업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
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을 포함한 잠재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예: 캄보디아, 미얀
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중점 산림협력국 등)과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한 국가간 산림협력사업 개발은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여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
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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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한 산림협력사업(준
국가수준 이상의 REDD+ 사업 등) 공동 개발시 파리협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력국의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 지속가능발전에 직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방안(approach)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 산림탄소사업(REDD+ 사업 등) 개발시 협력 대상국과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이 산림탄소사업의 실
패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이다.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서
산림부문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서 산림탄소사업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설계 및 운영, 민간부문의 참여를 고려한 산림탄소사
업 모델 개발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협력적 접근법 메커니즘 개발시 산림탄소사업의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 검증, 모니터링, 보고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바르샤바

REDD+

메커니즘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장치

(safeguard)와 연계하여 REDD+ 사업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공편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과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도 평가 및 보고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해외 산림탄소사업 개발 참여 및 투자 증진, 산림탄소크
레딧의 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편익 인증 제도 개
발 또는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발적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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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장에서 산림탄소사업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 packaging 모델은 향후 민간부문이 해외 산림탄소사업 개발
또는 투자 참여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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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시장기반 PES 메커니즘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감축에 초점을 맞춘 성과기반 PES 메커니즘과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편익 증진효과 창출을 위한 투입기반 PES 메커니즘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상호의존적인 생태계
서비스 증진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packaging 사업 모델(예:
bundling, layering, piggy backing 등) 개발과 산림탄소사업의 다
양한 공편익 증진효과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시장 메커
니즘 설계가 산림탄소시장 활성화(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활성화)와 산
림탄소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과 탄소크레딧 거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계량적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신기후체제 대
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보 접근성 제한(예: 산림탄소크레딧 구매
자별 크레딧 구매량, 거래 가격 등)으로 인한 탄소시장 특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탄소시장의 탄소크레딧 거래 관련 세부 정보(예:
정확한 탄소크레딧 거래량과 시장가격 정보, 탄소크레딧 구매자 정보
등)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산림탄소크레딧 가격 결정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등 세부적인 추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NDC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해외 산림탄소
사업 개발/투자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단, 비용-편익
분석시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다양한 공편
익 증진효과성(연계 산업 개발 효과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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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크레딧이 거래·소각된 산림탄소사업 목록
번호

사업명

1
2
3
4
5
6

Boa Vista A/R
Afforestation in the Montreal Metropolitan Area
ArBolivia- Phase II
BaumInvest Reforestation Project
CO2OL Tropical Mix
Reforestation Sierra Piura

7

Flatrock Afforestation Project

8
9

ArBolivia
Hiniduma Biolink Project
Scolel té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nd Carbon
Sequestration Project
Trees for Global Benefits
Reforestation of degraded grasslands in Uchindile &
Mapanda, Tanzania
TIST Program in Kenya, VCS 001
TIST Program in Kenya, VCS 002
TIST Program in Kenya, VCS 003
TIST Program in Kenya, VCS 004
TIST Program in Kenya, VCS 005
TIST Program in Kenya, VCS 006
TIST PROGRAM IN UGANDA VCS-001
TIST PROGRAM IN UGANDA VCS-005
TIST Program in Uganda, VCS 002
TIST Program in Uganda, VCS 003
TIST Program in Uganda, VCS 004
Restoration of degraded areas and reforestation in
Cáeres and Cravo Norte, Colombia
Multi-Species Reforestation in Mato Grosso, Brazil
Natural High Forest Rehabilitation Project on degraded
land of Kibale National Park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Natural
Rubber Tree Plantations in Guatemala
Reforestation of pastures in Campo Verde with native
species, Pucallpa, Peru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사업
유형
ARR
ARR
ARR
ARR
ARR
ARR

탄소표준

사업
대상지
중남미
북미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ACR
Carbon
Carbon FIx
Carbon FIx
Carbon FIx
Carbon FIx
ISO
ARR
북미
14064-2
ARR Plan Vivo 중남미
ARR Plan Vivo 아프리카
ARR

Plan Vivo

ARR

Plan Vivo 아프리카

총 면적
(ha)
23,057
110
6,000
216
399
253

총 흡수량
(tCO2eq)
4,031,075
33,852
200,000
99,990
15,270
25,000

206

22,577,474

6,000
11

87,000
1,759

중남미

478,952
5,000

900,000

ARR

VCS

아프리카

13,334

2,439,184

ARR
ARR
ARR
ARR
ARR
ARR
ARR
ARR
ARR
ARR
ARR

VCS
VCS
VCS
VCS
VCS
VCS
VCS
VCS
VCS
VCS
VCS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1,565
2,556
7,419
2,724
2,556
7,419
1,488
723
1,006
443
102

1,699,076
2,600,818
6,998,259
2,644,904
2,600,818
6,998,259
1,356,574
580,246
813,845
393,358
88,750

ARR

VCS

중남미

11,067

2,389,921

ARR

VCS

중남미

1,096

620,493

ARR

VCS

아프리카

6,213

4,450,862

ARR

VCS

중남미

2,366

1,739,855

ARR

VCS

중남미

920

169,971

29

Reforestation of degraded land in Chhattisgarh, India

ARR

VCS

아시아

282

320,467

30
31
32

Arcata City Forest Barnum Tract
Arcata Sunnybrae Tract
Big River / Salmon Creek Forests
Blue Source - Francis Beidler Improved Forest
Management Project

IFM
IFM
IFM

CAR
CAR
CAR

북미
북미
북미

183
69
6,439

158,580
271,260
18,617,160

IFM

CAR

북미

2,245

3,891,12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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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36

Gualala River Forest
Lompico Forest Carbon Project
Lucchesi Tract

사업
유형
IFM
IFM
IFM

37

Virginia Conservation Forestry Program - Clifton Farm

IFM

CAR

북미

1,619

423,660

38

Virginia Conservation Forestry Program - Rich Mountain

IFM

CAR

북미

2,327

652,260

39

Community Ecosystem Restoration Program (CERP)

IFM

북미

1,104

35398

40

Limay Community Carbon

IFM

ISO
14064-2
Plan Vivo

7,400

277,500

41

New Leaf Carbon Project, AUSTRALIA

IFM

VCS

22,793

1,293,176

42

Afognak Forest Carbon Project
INFAPRO Rehabilitation of logged-over dipterocarp
forest in Sabah, Malaysia
Protection of a Tasmanian Native Forest (Project 3: Peter
Downie)
PROTECTION OF A TASMANIAN NATIVE FOREST
(PROJECT 1: REDD FORESTS’ PILOT)
Redd Forests Grouped Project: Protection of Tasmanian
Native Forest
Darkwoods Forest Carbon Project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the Yaeda Valley, Northern Tanzania
Sofala Community Carbon Project (formerly the
N'hambita Community Carbon Project)
Khasi Hills Community REDD+ Project: Restoring and
Conserving Meghalaya's Hill ForestsThrough Community
Action
KARIBA REDD+ PROJECT
Madre de Dios Amazon REDD Project
Alto Mayo Conservation Initiative

IFM

VCS

중남미
오세아니
아
북미

3,327

1,510,000

IFM

VCS

아시아

25,000

4,140,409

IFM

VCS

7,666

1,388,731

IFM

VCS

865

173,638

IFM

VCS

IFM

VCS

번호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사업명

CAR
CAR
CAR

사업
대상지
북미
북미
북미

총 면적
(ha)
5,630
172
130

총 흡수량
(tCO2eq)
3,382,920
108,660
166,200

탄소표준

오세아니
아
오세아니
아
오세아니
아
북미

3,250

667,206

54,792

14,660,000

REDD Plan Vivo 아프리카

20,790

304,795

REDD Plan Vivo 아프리카

9,599

1,111,576

REDD Plan Vivo

27,139

318,247

REDD
REDD
REDD

VCS
VCS
VCS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in Community Forests - Oddar Meanchey, Cambodia

VCS

The Kasigau Corridor REDD Project - Phase II The
Community Ranches
The Kasigau Corridor REDD Project - Phase I Rukinga
Sanctuary

아시아

아프리카 1,077,930 1,175,959
중남미
98,932 9,155,005
중남미 182,000 10,305,360
아시아

56,050

42,937

REDD

VCS

아프리카 500,000

48,448,769

REDD

VCS

아프리카

3,537,719

아프리카 299,645

30,169

175,820,01
1
157,526,83
1,351,964
0
104,886,25
47,237
4
34,702 1,071,585

57

The Mai Ndombe REDD+ Project

REDD

VCS

58

Cordillera Azul National Park REDD Project, PERU

REDD

VCS

중남미

59

Rimba Raya Biodiversity Reserve Project, INDONESIA

REDD

VCS

아시아

60

The Purus Project
Cikel Brazilian Amazon REDD APD Project - Avoiding
Planned Deforestation
FLORESTAL SANTA MARIA PROJECT

REDD

VCS

중남미

REDD

VCS

중남미

27,435

7,454,138

REDD

VCS

중남미

71,714

29,923,331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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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
64

사업
탄소표준
유형
REDD
VCS
REDD
VCS

사업명

사업
대상지
중남미
중남미

총 면적
(ha)
65,980
6,296

총 흡수량
(tCO2eq)
3,450,278
3,931,363

VCS

중남미

291,566

64,668,764

VCS

중남미

4,650

369,472

REDD

VCS

중남미

235

176,560

REDD

VCS

중남미

573,300

9,155,005

REDD

VCS

중남미

31,994

7,423,806

66

JARI/AMAPÁ REDD+ PROJECT
RIO BRAVO CLIMATE ACTION PROJECT
REDD project in Brazil nut concessions in Madre de Dios,
REDD
Peru
Bull Run Overseas Forest Carbon Project
REDD

67

PROTECTION OF THE BOLIVIAN AMAZON FOREST

65

69

Reduction of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in
Tambopata National Reserve and Bahuaja-Sonene
National Park within the area
Surui Forest Carbon Project

70

The Chocó-Darién Conservation Corridor REDD Project

REDD

VCS

중남미

71

Blue Source - Pungo River Forest Conservation Project

AC

CAR

북미

285

770,460

72

Denman Island Avoided Conversion of Forest Lands

AC

ISO
14064-2

북미

493

438,88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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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5 2,500,000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Voluntary Forest Carbon Market
Lee, Dong-Ho
Program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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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design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 carbon market.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in response to the new carbon market mechanism
under the Paris Agreement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est
carbon project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rest carbon
credit transaction in the international voluntary carbon market, which is
a market-based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
The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the main elements for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PES mechanism derives the analytical variables for
characteristics of forest carbon project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voluntary carbon market (e.g., characteristics of project proponents or
developers as ecosystem service providers, types of cooperation in the
forest carbon project development among stakeholder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and land investment, characteristics of carbon
and non-carbon benefit sharing,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of
co-benefit programs by project types) and variables reported as factors
affecting forest carbon credits transactions in the international 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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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market (e.g., forest carbon standards, types of forest carbon
projects, project sizes (annual uptake), effectiveness of co-benefit
performance of forest carbon project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forest carbon projects, which
are developed through six carbon standards (VCS, GS, Plan Vivo,
CAR, ACR, and ISO 14064) and the CCB standards in international
voluntary carbon marke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credit transaction rates on the basis of the 4 variables deriv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appli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significance

of

the

project

types

(AR,

IFM,

and

REDD+),

co-benefit-oriented carbon standards, and project sizes to the transaction
of forest carbon credits.
This study tells that forest carbon projects in the voluntary carbon
market are strategically bundling, layering or piggy backing various
interdependent forest ecosystems services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projects. And these kinds of forest carbon projects
packaging various forest ecosystem services emphasized the effects of
promoting various co-benefit performance. Analyses find out that the
forest carbon standards that are able to be commercialized by packaging
various forest ecosystem services and the project development model
that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promoting co-benefits through forest
carbon projects have a decisive influence in an increasing transaction
rate of forest carbon credits in the international voluntary carbon
markets.
Plan Vivo provide a project development model highlighting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romotion of co-benefit effects and provide relatively flexible
carbon accounting methodology and an ex-ante credi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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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igh uncertainty. The high carbon credits transaction rate of Plan
Vivo projects means that an input-based mechanism (focusing on the
promotion of various ecosystem services through forests) can coexist
with an output-based mechanism (focusing on carbon reduction) in
voluntary carbon marke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a

forest

carbon

project

development model (e.g., bundling, layering, piggybacking) strategically
packaging

and

promoting

various

interdependent

forest

ecosystem

services in the voluntary carbon market and the design of a carbon
market mechanism, which can certify the effectiveness of promoting
various co-benefits through forest carbon project,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revitalization of the forest carbon market and the sustainability of
forest carbon projec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 terms of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through

securing

oversea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based on a new market
mechanism under the Paris Agreement are as follows:
The models of forest carbon project development that maximiz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directly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dap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forest
cooperation countries will help increas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forest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cooperative approach of the
Paris Agreement and ensure sustainability. It is necessary to design a
mechanism that takes into account of the monitoring,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co-benefit enhancements as
well as the effect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through forest carbon
projects in terms of encouraging the development and investment of
forest carbon

projects

and verify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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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effects. When

developing and/or investing in forest carbon projects to other countries,
the private sector needs to utilize models of voluntary carbon market,
which strategically packaging various forest ecosystem services.
Keywords :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voluntary carbon market,
carbon
market
mechanism,
forest
carbon project
development model, forest carbon credit transaction,
co-benefit, Paris Agreement
Students number : 2010-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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