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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기후변화 체제 하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림 용  산림황폐

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REDD+3) 국가 략을 기술하고 비

교하여 그 결과로부터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 추진 략 수립을 한 시사 을 도출

하는데 데 목 이 있다. REDD+ 시범사업  비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인 

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을 상국가로 선정하 다. 주로 REDD+ 사업 련 국가  국제공

식문서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 다. 한 각국이 공개한 REDD+ 재정  활동에 한 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 다. Mintzberg(1987)이 제시한 략의 다섯 가지 정의(계획, 패턴, 술책  지 , 

)를 활용하여 네 개의 분석 항목( 산  조직, 지원유형, 근  활용방식, 목표  )을 구

성하고, 분석항목을 심으로 노르웨이, 독일, 호주, 일본, 미국의 REDD+ 략을 기술하 다. 

노르웨이는 국제기후변화체계에서 REDD+ 체제가 안정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규모 재정지원은 국제  수 에서 REDD+ 련 국제기구  국제 로그램

의 출 에 크게 기여하 다. 독일은  륙의 개도국과 맺어온 오랜 산림 력 계를 바탕으로 양자

력체계 주로 개도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시장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가 아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  실 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략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호주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호하고 있지

만, 인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푸아뉴기니와 산림탄소 트 쉽을 체결하고 두 국가만을 상으로 

REDD+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REDD+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양자 력 심으로 여러 개도국의 REDD+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개

도국의 REDD+ 략과 탄소개발 략을 연계시켜 근하고 있다. 아직 기후법이 제정되지 않았지

만, 2009년에 제시된 ‘청정에 지안보법(안)’에서는 개도국에서의 REDD+사업을 통한 확보한  탄소배

출권을 국제상쇄크 딧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부터 꾸 히 개도국의 산림복원  녹화사

업을 지원해왔다. 다른 국가들은 부분 직 지원 의 형태로 개도국을 지원한 반면, 일본은 지원

의 81%이상을 융자형태로 지원하 다. 일본은 REDD+ 지원은 방법론  기술에 한 개도국의 역

량 강화에 을 맞추고 있다. REDD+ 탄소배출권을 국내 상쇄 제도에 포함시켜 국가온실가스감축

에 활용할 정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 략의 특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REDD+ 사업 추진 략을 수립하기 

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 다. 1) 산  조직: 지원목표액 설정과 련 업무 담조직 구

성, 2) 지원 유형: 다자 는 양자 력, 우리나라와 우호  산림 력 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게 선지

원, 3) 근  활용방식: 산림탄소배출권 활용, 4) 목표  : 산림녹화경험 활용  탄소녹색

성장 략. 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규모의 산을 REDD+ 사업에 지원하고 있지

2) 본 연구는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S210910L010100)’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3) REDD+는 산림 용과 산림황폐화 이외에 산림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 리, 탄소량 증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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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차 규모를 확 해 나갈 것이다. 작은 산이지만 수여국을 히 선정하여 집 으로 지원

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산림 력 계를 맺어온 국가를 심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산림녹화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탄소녹색성장 략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함께 지구  지속가능한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입장에서 시도하는 REDD+ 사업 지원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정 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