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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산림은 현재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Rio Earth Summit)
이래 유래가 없는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스턴보고서
(Stern Report, 2006)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고서에 실린 심각한 예측들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산림과 기후 상호간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키게 하였다 : 연간 탄소배출 총량 가운데 5분의 1은
현재 산림의 토지이용 변화로부터 발생하며 그 중 대부분은
열대림의 산림전용과 관련되어 있다. 매년 약 1300만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전용 현상은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 세계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대기에 방출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제 세계는 지구온난화에서 산림전용의 역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향후 3~4년간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로부터 탄소배출
감 축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REDD)을 국가 정책구조 및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보호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되어
질 것으로 본다. REDD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REDD 전략의
계획과 실시가 양질의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의 기후보호체제에 산림을 포함시키는 일은 효
율적, 효과적이며,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에 의존해 살아가
는 주민들에 대한 이익이 잘 반영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은
연구에서 중요하다.
CIFOR는 산림전용의 잠재적 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많은 경험을 축적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포트폴리오는 기후적응과 기후완화 모두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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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제에 중요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CIFOR와 공동연
구자들은 지난 10년 이상 산림전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50권이 넘는 저서를 출판해 왔다.
본 연구보고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은 향후 REDD 제도의 개발과 연관성 측면에서 과거의
전용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다. 두 번째로는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피하기 위한
및 국제적 절차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연구와
론의 개발을 조명한다.

목적
산림
것이
국내
방법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교훈은, REDD가 장기적으로 지
속되는 산림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
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심각한 시장실패 및 행정관리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다. 현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동향의 잠재적 원인들을
이해하는 일은 분명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도전들을 극복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Frances Seymour
CIFOR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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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본 연구보고서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협동연구 노력
의 성과이다.“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을 방지함으로써 배
출가스 감축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고, 관
련된 과학적, 기술적, 방법론적 이슈들, 그리고 정책접근
과 긍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관련정보 및 경험의 교
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11차 UNFCCC 당사국총회의 - 의제
6(UNFCCC/CP/2005/L.2)- 의 결론이 CIFOR의 보고서를 활용
하여 되어졌다. 그 보고서는 그후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
아, 2007년 7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기후 및 산림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보고서는 그에 덧붙여 REDD의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수많은 분들의 공헌과 통찰에 힘입은 바가
큰데, 그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특히 저술과정의 첫 단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많은 기여를 해준 Claudio Forner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원고와 관련해 논평 및 비평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준 David Kaimowitz, Pekka E. Kauppi, Rodel
Lasco, Bernhard Schlamadinger 등 감수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재
정 지 원 을 해 준 Charles Stewart Mott 재 단 과 David and
Lucile Packard 재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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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국제적 및 국가적인 정책논의의 장에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가 온실가스의 중요한 배출요인으로
확인했다.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탄소배출은 현재 전 세
계 탄소배출량 가운데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으며, 현존 산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기후변화완화 방법 가운에 하나로 장려되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가에서의“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
탄소배출 감축”(REDD)은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세계 기후보호체제의 한 요소로서 현재 교섭이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직접
및 잠재적 원인에 대해 알려진 것들과 그 결과로서 발생하
는 탄소배출의 감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을
요약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산림전용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차원들이 가진 복잡성을 생각해
볼 때, REDD 정책의 설계와 이행은 간단하지도 수월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산림전용의 잠재적 원
인 가운데 대부분은 임업부문 이외의 분야에서 초래되며,
대안적인 토지이용이 산림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
익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REDD 정책은 개인 경제주체들
의 행동을 공익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대체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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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가 내, 국가 간에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지지자
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처하여 다뤄야 할 것이다.
REDD를 위한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산림의존적인 지역
공동체들의 복리를 유지하는 것을 확고히 하며 특히 산림
전용 위험도가 높고 탄소축적량이 많은 지역들을 우선적으
로 골라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잘 설계된 프레임워크
는 핵심적인 인적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
를 성취하는 데 대한 제도적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정책 프레임워크는 경영과 마찬가
지로 효율성, 유효성, 공정성 사이의 교환조건을 명백히 해야
한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들은 각 지역의 다양한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세밀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변화는 경제, 규제, 행정관리의 개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산림개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잘
못된 보조금의 철폐, 지속가능하지 못한 벌채를 허용하는
산림산업정책의 개혁, 지역 산림이용자들에게로의 자원이
용 권한 및 관리책임의 위임, 산림을 기반으로 한 환경서
비스(탄소 저장을 추가하여)의 인식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산림에 기반을 둔 생계를 보호하
면서 현존 탄소 축적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산림전용에 대한 최근 지식과 자료에 대
한 고찰로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산림에 기반을 둔 탄소
배출의 측정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이슈와 선택지들을 요
약하고 기준선을 설정한 후, 산림전용의 직접적, 잠재적
원인에 대한 장기적 조사에 기초한 연구결과에 대한 개관
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관찰된 동향과 관련하
여 통치에 제기되는 도전을 조명하며 REDD 정책 선택지들
의 윤곽을 잡는 기초로 사용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 REDD 전략들의 설계를 위한 분석의 의
미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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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토지이용과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분야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활동은 탄소배출의 주요한
원천이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실질적 요인이다.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해마다 16억 톤의 탄소가 토지이용변화로 인해 방
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열대
림의 산림전용으로 기인된다.(Denman 외 2007) 이는 현재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5분의 1에 상당하고, 화석연료
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전세계 운송 분야에서 방출되는
양보다 많다.
산림전용의 방지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추정이
어려운 누출(leakage)과 관련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라케
시 합의문(Marrakesh Accords)에서 적합한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활동의 하나로 수용
되지 못했다. 추가성과 기준선 설정도 역시 중대한 장애물
로 간주되었다. 마지막으로 산림전용 방지에서 발생하는
탄소크레디트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산림전용의 방지를 CDM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Aukland 외 2003; Forner 외 2006; de Jong
외 2007; Skutsch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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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합의문에 따르면, CDM 프로젝트에서의 누출양은 온실가스
원천에 의한 인위개변적인 배출의 순변화로 규정되는데, 이는 프로
젝트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며 측정이 가능하고 CDM 프로젝트
활동에 기인한다(UNFCC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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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의 의제에 있어서 산림전용을 다시 검토하라는
다수 당사국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개최된, 2005년 12월
유 엔 기 후 변 화 협 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 11차 당 사 국 총 회 (the Elev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11)에 서 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산림전용을 방지함으로써 배출가스 감
축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2개년 과정을 착수했다.이 과정
은 정책접근이나 긍정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과학적, 기술
적, 방법론적인 관련 고찰 및 경험의 문서화와 공유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비부속서I 국가의 산림전용 방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교
토의정서 체제 이후 post-2012 국제적 협정을 위한 제안은 현재
공식적으로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산림전용이라는 결과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원인의 대부분은 산림부문 이외에서 비롯된다. 이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산림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를 식별하는데 중요하고, 동시에 산림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데 매우 중요하다. 산림은
수많은 가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한다.
그러나 여타의 대안적 토지이용으로부터 돌아오는 높은 이
익과 산림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보상의 부족은 산림생태계
의 보호를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하며 산림전용에 대한 동
기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있어 새롭게 인식된 역할 때문
에, 정책입안자들과 일반대중의 주목의 대상으로서 산림이
새롭게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고,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요인을 이해하는 일이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영국
정부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기후변화의 경제학을 분석한 스
턴 보고서(Stern Review, 2006)는 향후 세계 기후 프레임워
크의 네가지“핵심 요소들”가운데 하나로서 더 이상의 산
림전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기후협정에 산림을 포
함시키는 방안을 찬성하는 논거는 두 가지이다. 산림은 현행
도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장 큰 배출원이고, 배출
삭감비용은 대다수의 다른 부문들에 비해 적게 든다는데 있다.
정책입안자들과 대중은 REDD 재정지원을 위한 교토 이후
협정에서 상당한 국제적 기금 이전의 가능성에 주목을 끌
어왔다. REDD 지불액 잠재적인 전 세계 가치의 추정치는
기초하는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보존 탄소의 가치를 이산

2

러의 순 현재가치와(Chomitz 외 2007) 연 23억 내지 120억
달 러 의 연 간 수 익 을 포 함 하 게 된 다 (Ebeling 2006; El
Lakany 외 2007).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 가격($1020/t CO2e)과 산림전용 감축(20-50 %)을 가정해 본다면 연
간 REDD 수익의 추정치는 70억 내지 230억 달러나 된다
(El Lakany 외 2007).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화탄소(CO2e) 1톤 당 $10로 가정한다면, 추정치는 1500억 달

그렇다면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대규모의
자금이 기후보호의 중대성에 있어서 산림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나무는 돈으로 성장하는가? 본 책자의
목적은 그 질문에 대해 부분적인 답변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산림전용 비율에 대한 데이터와 지식,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결과와 관련 정
책 선택지들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산
림변천의 다른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 배출 감축(REDD)에 관한 새로운 논
의들에 대한 특별한 관련 이슈들을 조명한다. 열대 국가들
을 전반적으로 예로 들게 되겠지만 UNFCCC 제13차 당사국총
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경험에 특별히 더 주목할 것이
다. 다음으로는 REDD를 지원하는 경제적, 규제적, 통치적
개혁의 선택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REDD 이행을 위한 새로
운 정책들을 둘러싼 향후의 협의를 위한 시사를 논하는 것
으로서 본 연구보고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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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전용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2.1 최근 산림전용에 대한 개관
산림전용은 지구 환경변화의 한 중요한 특징이다. 열대림의
높은 산림전용비율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홍수, 침
니, 토양황폐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산림전용
은 산림에 의존해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계 및 고유의 문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목재 및 비 목재 임산물의 공급을
위협한다.
“산림전용”(deforestation) 이라는 용어는 꽤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
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산림전용을 정의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첫째 토지이용을
기초로 하는 경우, 임지에서 다른 토지이용으로의 전환으로
정의된다. 둘째로는 수관피복에 있어, 수관피복이 장기적으
로 10%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두 가지 정
의 모두 지상에서 산림전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 첫번째 정의는 산림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두번째 것은 임의적 기준치를 함
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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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5m 이상 수고, 수관 피복도 10%이
상, 또는 입목이 원 위치에서 이 기준치에 달하는 0.5ha 이상의 토
지. 농업 또는 도시의 토지이용이 우점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Penman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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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역시 산림전용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
은 3조3항, 3조4항, 12조에 적용된다. 교토의정서는 3개의
파라미터 : 수고, 수관피복, 최소면적에 의한 산림의 정의와
더불어 관례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
(Penman 외, 2003).
서로 다른 공간 분해능 및 표본 규모, 시간 범위에 기반을
둔 방법들은 산림전용의 최근 추정치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방법의 선택은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산림
전용비율이 모든 지역과 기간에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여 적용
추산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세계에서 비교 가능한 산림전용의 추정치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있는 것은 세계산림자원평가 (Forest Resources Assessment:
FRA)이다(FAO 2005). FAO의 FRA는 현재 세계 산림면적이 40억
ha(육지 면적의 약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상당히 불균등
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FAO의 FRA는 산림감소가 위험한 비율로 계속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수치는 매년 1300만 ha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 이는 2000년 -2005년 기간
동안 매년 730만 ha의 순감소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산림전용에 따른 평균 순손실이 연간 890만 ha에 달
했던 1990-2000년에 비하면 약 17%가 감소한 수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10년마다 실시되어진 3차의 대규모인
FRA 평가(1980년, 1990년, 2000년)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왔고, 이는 특히 국가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기간의 비교를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역별 산림감소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연간 430만 ha의
산림이 벌목되는 남아메리카이고 매년 400만ha가 감소되고
있는 아프리카가 그 뒤를 있는다(표 2). 2000-2005년 기간
에 브라질에서만 310만ha가 넘는 산림이 손실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목초지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마존 유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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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합의문이 명기하고 있듯 교토의정서의 맥락에서는 문서
FCCC/CP/2001/13/Add.1, p. 58에 담겨있는 draft decision/CMP.1(토
지이용, 토지이용변화와 산림)에 따른 부속 1항(paragraph 1 of
Annex) 참조(UNFCCC 2001).

6

산림 면적
지역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서부 및 중 앙 아 프 리 카
아프리카 계
동아시아
남 부 및 동 남 아시 아
서부 및 중앙아시아
아시아 계
유럽 계
카리브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부 및 중앙아메리카 계
오세아니아 계
남아메리카 계
세계 계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표 1: 세계의 지역별 산림면적과 산림면적비율
(출처: FAO, FRA 2005)
산림면적비율

(1,000 ha)

(%)

2 2 6 , 534
1 3 1 ,048
2 2 7 ,829

27.8
8.6
44.1

635,412

21.4

2 4 4 ,862
2 8 3 ,127
4 3 ,588

21.3
33.4
4.0

571,577
1,001,394

18.5
44.3

5 ,974
2 2 ,411
6 7 7 ,464

26.1
43.9
32.7

705,849
206,254
831,540
3,952,025

32.9
24.3
47.7
30.3

표 2: 지역별 삼림전용비율 (FAO, FRA 2005)
1990-2000
지역

동부 및 남부 아 프 리 카
북부 아프리카
서부 및 중앙 아 프 리 카
아프리카 계
동 아시아
남 부 및 동남아 시 아
서부 및 중앙 아 시 아
아시아 계
유럽 계
카리브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부 및 중앙아메리카 계
오세아니아 계
남아메리카 계
세계 계

(1,000 ha)

(%)

2000-2005
(1,000 ha)

(%)

-1,731
-1,013
-1,631

-0.71
-0.72
-0.56

-1,702
-982
-1,356

-0.74
-0.73
-0.48

-4,375

-0.64

-4,040

-0.62

1,751
-2,578
34

0.81
-0.83
0.08

3,840
-2,851
14

1.65
-0.98
0.03

-792
877

-0.14
0.09

1,003
661

0.18
0.07

36
-380
17

0.65
-1.47
n.s

54
-285
-101

0.92
-1.23
-0.01

-328
-448
-3,802
-8,868

-0.05
-0.21
-0.44
-0.22

-333
-356
-4,251
-7,317

-0.05
-0.17
-0.50
-0.18

주: 백분율은 각 기간 중에 매년 소실 또는 증가한 산림의 잔존하는
산림에 대한 평균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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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열대림 벌목의 주요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존 데이
터는 아프리카의 Sahel지역이 사막화의 주요 지역이라는 주
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Lepers 외 2005).
연간 산림전용비율 측면에서는(즉 특정 지역 내 산림면적에
대한 산림감소면적의 비율), 중앙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가
가장 높다. 아시아는 현재 급속한 토지피복변화, 특히 건조
지역의 황폐화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2000-2005년 사이의 기간에 걸쳐 연간 2%의 감소율에 달하
면서, 남부 및 동남아시아의 평균 산림전용비율은 약 1%이
다. 한편으론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당한 재조림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산림피복을 안정화 시
킨 반면, 중국은 해마다 400만 ha라는(연간 2.2%) 놀라운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1990년대의 연간 증가면적의 2배
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FAO FRA외에도 열대림 전용비율을 추산하는 다른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Tropical Ecosystem Environment Observation
by Satellite (TREES) 프로젝트는 습한 열대림의 산림손실
을 추정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표본 데이터를 사용한다.
1990년대 동안 두 대륙에서 이루어진 총 감소면적 규모에
대해 이 두 출처들 간에는 대략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연간 440만ha, 아시아에서는 280만ha로 집
계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건조림과 사바나에서는 큰 차이
가 나타난다(Chomitz 외 2007: 표 3).
보고된 연간 삼림전용비율에서 차이점들은 사용된 정의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andsat 영상을 근거
로 했을 때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의 산림전용비율은 연
간 170만 ha였다(Holmes 2000). 그러나 국가 보고에 근거
하여 FAO가 편집한 그 후의 추정치는 연간 190만ha에 달했다
(Stibig 외 FAO 2007. 2007).
Mathews(2001)와 Lepers 외(2005) 양측 모두는, 최근 수십
년의 산림피복 및 산림전용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사용된 정의와 방법들에 대한 분석을 했다. 양측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산림피복 지식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산
림피복 및 산림피복 변화에 대한 베이스라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표준화된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 및 방법들을 확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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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림
산림
변화
유형

라틴아메리카와 브라질
브라질 외 카리브 아마존
지역

산림전용
황폐화
재성장

1.08±0.55
0.61±0.46
0.20±0.11

1.43±0.88
0.22±0.21
0.08±0.11

건조림

아프리카

아시아

0.85±0.30
0.39±0.19
0.14±0.11

2.84±0.90
1.07±0.44
0.53±0.25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1.9±1.1
n.s.
n.s.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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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90-1997년간 추정된 연간 산림감소면적(100만 ha)

1.5±0.6
n.s.
0.07±0.05

(출처: Archard 외 2002; Chomitz 외 2007)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이
상적인 상황이라면,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거 산림
피복 데이터 및 지표들을 10년에 한번 이상 꼴로 작성하여,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REDD 과정에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2012년 이후의 기후
체제와 REDD 이니셔티브들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분석을
제공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참가자에 의한 파트너쉽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산림피복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
한 방법들은 육안 사진판독에서부터 정교한 디지털 분석에
까지, 전도면화에서 hot spot의 해석과 통계적 표본추출에
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방법의 다양함은 국가의 능력, 산림
전용 유형, 산림의 특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정교한 새
로운 방법들이 향후 사용될 것이지만, 당면한 큰 문제는 국
가적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과거의 산림전용을 정확
하게 측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2.3 참조).
국가별 REDD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핵심적인 제약
은 산림피복에서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요
한 고해상도 데이터에 드는 비용, 그리고 이 데이터에 접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국가차원에서 산림전용을 모니터
링 하기 위해 현장에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
은 많지 않다. 아직 고해상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은
못 되지만 브라질과 인도가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두
국가이다. 이 국가들은 원격탐사 위성 영상을 얻기 위한 수
신기지(Landsat또는 Terra 화상) 그리고/또는 국내 위성들(각
각 IRS 또는 CBERS)을 보유하고 있다. 페루, 볼리비아, 인도
네시아를 비롯한 그 밖의 국가들은 원격탐사 정보를 사용하여
산림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다(DeFries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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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황폐화를 산림전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산림황폐
화의 정의에는 수관피복, 생태적 기능, 탄소저장, 그 밖의
산림의 속성과 관련한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Penman 외
2003). REDD 체계의 관점에서 산림황폐화는 벌목이나 바이
오메스 제거의 기타 원인들로 인한 부분적인 바이오메스 손
실로 정의될 수 있다. 단위 면적 당 탄소배출이 산림전용에
의한 산림의 완전한 제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경
우에는 식생의 재성장이 그러한 손실을 다만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것이기는 하나, 산림황폐화는 큰 면적에 걸쳐서 발생하
며 산림손실로 인해 탄소배출 전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Asner 외 2005). 산림황폐화의 관측은 산림전용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렵고,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산림황폐화를 확
인하는 방법은 고해상도 데이터를 요구한다(DeFries 외 2007).

2.2 산림변천
“산림변천”(forest transition)은 경제개발로 인해 산림
손실이 일어나고 그 후 산림회복이 뒤따르는 장기적인 과정
을 일컫는다(Mather 1992; Rudel 외 2005; Kauppi 외 2006;
Mather 2007 참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산림전용은 농업생산물 수요 및 관련 기반시설
개발요구에 의해 가속된다. 어떤 단계에서 개간은 최대에
달한 후 감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2개의 주요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첫째로, 먼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와 같이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사람
들이 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 농업활동에
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그 한 가지이다. 산림은 종종 버려진
농지에서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다. 둘째로 산림의 재성장은
진귀한 임산물과(특히 아시아에서) 산림서비스(유럽과 북
미)를 요구하는 부유층에 의해서도 동기를 부여 받는다. 그
러므로 산림피복의 증가를 이끄는 것은 주로 천연갱신 및
식재에 의해서 이다.

2.3 향후 REDD 제도에 대한 시사
산림전용을 방지함으로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
의 실행은 재현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며 지도
작성의 정확성에 대한 표준을 충족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실
행될 수 있는 효과적인 산림전용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요구한다. 그림 1c의 코스타리카의 예는(Kleinn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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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a) 농산물의 수요와 경제적 발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른 농업지대 및 임업지대의 동태를 보여주는 산림변천
(출처: Angelsen 2007)
b) 인도네시아 내 각 주의 산림변천에 대한 개략적인 단계
c) 1940-1998년간 코스타리카의 산림비율 변화 - 각 점은
공표된 수치를 나타냄 (출처: Kleinn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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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차이와 산림피복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REDD
제도의 맥락에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격탐사와 지상관측을 병행한 데이터들은 효과적인 측정과
관측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한 방법들은 또한 상당한 규모
의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메스안에 그에 상당하는
탄소저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비용효율적이어야 한다. DeFries 외(2007)는 국가적
차원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량 추산과 관련
된 다양한 이슈와 도전을 열거한다. 여기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역사적인 추산/측정법을 결정하고 협의된 베이스라인 및

기준 간격을 확정하기 위한 지침 및 의정서를 수립할 필
요가 있다(예를 들어 경상사업(business as usual)이나
예상되는 산림전용동향 등과 같은 시나리오들의 모델 보
간법의 사용). 화석연료 배출에 대한 작업과는 다르게
격년변동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한 해로부터 온실가스 배
출량을 추산해 내는 것은 문제를 야기한다. 오히려 기본
기간은 최근의 과거 중 최소한 5년 또는 10년을 포함해야
한다. 과거의 면적 및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간은 산
림전용비율에서 나타나는 큰 연간변동성을 인지하고 한
해의 산림전용 결과보다는 여러 해의 산림전용비율의 결
과에 근거로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는 산림전용이 진행하고 있

는 산림의 탄소 축적량 및 그 후의 탄소변동의 추산이 불
확실하지만, 기본 데이터와 탄소계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은 이 미 IPCC Good Practice Guidance report(Penman 외
2003)및 IPCC Greenhouse Gas Inventory Guidelines(IPCC
2006)에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관측
하기 위해서는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일
어나는 변화를 계산할 때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잠재적
으로 감소시키는 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합한 새로운
기술과 접근방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들을 더 실험하
고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REDD 계획은 산림전용으로 인한 배출량의 비교적
이고 일관적인 추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시방법론과 보고
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다. 포괄적인 감시 프레임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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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 관리적 ,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Penman 외
2003).관리 과정은 조직 및 인력배치 등은 물론 계획과 보
고방법, 품질 보증/품질 관리와 관련된다. 제도적 요소는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탄소 관련 수단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다. 코스타리카와 멕
시코에서 사용된 감시시스템과 보고시스템들에 대한 사례연
구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능력배양 노력에 대
한 필요성을 제안한다(Karousakis 2007).
신뢰할 수 있는 탄소 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REDD 프로그램
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이 산림감소의 위협 하에 놓여 있었다
는 것을 증명할 기준선이 필요하다. Brown 외(2006)는 REDD
계획에서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3단계 방법을 제안한다:
(1) 역사적인 기준선 동인의 분석과 주요 동인의 식별을 포
함하여 역사적인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전용 추산의 개발.
이 동인들에는 “기간 1(조정기간)”이나 일정 기준기간 안
에서의 그 중요성에 따라 무게가 실려야 한다; (2) 산림전
용의 베이스라인 예측의 생성, 산림전용비율과 탄소저장 추
산의 예측 비율이 담긴 향후 토지이용변화 예측 포함; (3) 협
의된 간격(예를 들면 10년)에서의 기준선의 재고 및 재평가
REDD 계획의 과학자 공동체 및 이행담당자들이 국가적 차원
에서 산림전용을 적게함으로서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 추산
및 기준선의 마련에 있어서 상당한 방법론적 도전에 직면했
지만, 현존 IPCC 방법들(Penman 외 2003; IPCC 2006)은 대
규모로 운영하기에 충분히 탄탄하고 기술적으로 적합한 국
가적 REDD 전략 개발을 위한 건전한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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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직접적‧ 잠재적 원인

효과적인 REDD 체제의 설계는 산림전용과 황폐화의 원인들
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요구한다. 다행히도 그러한 원인들
을 밝혀주는 일련의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아래 부분에서
는 핵심적인 연구결과들이 요약될 것이다.

3.1 정의와 특징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산림전용은 수관피복이 10% 이
하로 감소하는 것이라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저한 산림황폐화는 산림전용으로 경계선을 넘기 전에 일
어날 수 있는 것이다. 택벌은 일반적으로 수관피복을 그 정
도까지 감소시키지는 않고 산림전용보다는 산림황폐화를 초
래한다. 대개 산림전용은 보다 극적인 토지이용의 변환이
며, 종종 임목의 개벌과 타용도 토지이용으로의 전환, 주로
농업으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하에서도 설명
하게 되겠지만 산림황폐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벌목작업
이 농부들에게 보다 용이한 접근로 제공) 종종 간접적으로
산림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전용은 또한 노천채굴,
도시의 확대, 또는 타용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
간으로부터 귀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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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 원인들:
산림전용과 황폐화의 원인들은 실용적인 두 가지 범주로 분
류될 수 있다. 첫째는 토지의 개간이나 황폐화 활동에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인들을 포함하며, 직접적 또는 근인
이라 지칭된다. 두 번째 범주는 이러한 직접적 원인들을 몰
아가는 배경의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잠재적
원 인 이 라 불 린 다 (Kaimowitz와 Angelsen 1998). 아 울 러
Kaimowitz와 Angelsen(1998)은 산림전용을 이끄는 행위주체
나 활동(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에 의한 농업 확대)을 가리
키는 말로‘산림전용의 원천’이라는 용어로 소개한다

부문내와 부문외의 요인: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사이의 또 다른 구분은, 산림 분야
자체 내에서 유래하는 원인들에서 비롯되는 것과(소위 "부
문내 요인") 기타산업부문에서 유래하는 원인들에 의해 추
진되는 활동들("부문외 요인")이다(Contreras-Hermosilla
2000). 사실 대부분의 원인들은 임업분야 자체 내에서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농업(식량, 섬유, 또는 연료를 위
한)과 관련하여, 혹은 기반시설의 개발, 산업용 섬유수요
등을 통하여 발생한다. 산림부문 외의 활동은 보통 목재의
반출보다 훨씬 더 많은 산림전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는 보통 여러 요인들이 복합된 결과로
나타난다. 산림전용의 서로 다른 이유들(직접적 및 잠재적
원인, 부문 내적 및 부문외적)은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방식들
로 상호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Sunderlin과 Wunder(2000)는
서로 다른 시장과 제도하에서 석유경기가 어떻게 상반되는
방식으로 산림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시한다. 석유
로부터 얻는 부가 농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산림보호를 이
끌어 낼 수 있는가 하면, 이 똑같은 부가 주로 도로건설,
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지대의 확대, 수송보조금 등을 위
해 쓰이는 경우에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가변적인 거시 경제적 정책은 산림에 대한 상이
한 영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Box 1은 직접적 및 잠재적 원인들이 부문내 및 부문외 요인
들에 의해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실례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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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종이,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도시에서
수입의 증가를 일례로 생각해 보라.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
는 이제 목장, 펄프, 목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에 압력을 가하는 요
소들이다. 도시 수입의 급증은 “잠재적 원인"이 되지만,
또한 첫째“산업부문 외”직접원인(소 방목장의 확장)과 둘
째“산업부문내”직접원인들(건설용 목재와 펄프용재를 위
한 산림 수확)을 야기한다. 이러한 복잡성과 더불어 도시의
보다 높은 수입은 농촌의 산림지역들로부터 도시로 노동력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산업부문 외 요인은 이제 가
령 산림 재성장을 촉진하는 등 산림에 대한 압력을 완화함
으로써, 앞의 세 가지 영향을 중화하거나 심지어 압도할
수도 있다.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Box 1: 산업부문내·외의 요인의 복잡성

152개 국 가 의 산 림 전 용 유 형 을 분 석 한 결 과 Geist와
Lambin(2002)은 산림전용의 세 가지 주요 원천으로 농업 확
대, 벌목, 기반시설 확장을 제시한다. 이들은 다섯 가지 주
요한 잠재적 요인 : 인구동태, 경제, 기술, 정책,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 그들의 연구는 산림전용은
직접적 및 잠재적 원인들의 조합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설명
할 것이다.

3.2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직접적 원인
아래 내용은 문헌에서 설명된 바 있는 산림전용과 황폐화의
주요한 직접적 원인들이다(위에 언급된 세 가지 주요 원천
들과 관련):

농업의 확대:
농업 활동은 영구적 농경지의 형성, 이동 경작 및 방목지
등이 포함되며, 임지의 개간과 전용으로 귀결된다. 농업 프
론티어(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지대)의 확대는 일반적으
로 명백한 산림전용의 가장 큰 지배적인 요인이 된다. 이동
경작은 이 유형의 농업적 이용에 따르는 재성장 및 2차 산
림천이기때문에 다른 농업활동들 보다는 해로움이 덜 할 수
있지만, 장기휴경이 유지될 수 있는 매우 낮은 농촌 인구
밀도 하에서만 그러하다(Guariguata와 Osterta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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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지 전환의 결정을 촉진하는 직접적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유리한 환경적 조건들 (예를 들어 배수가 잘 되고 토양이

비옥한 지역에 있는 산림은 농업용지로 전환될 개연성이
더 큼)

농산물의 높은 가격 (고수익 생산은 더 많은 개간이 이루어
지게함)

낮은 임금 (산림개간 비용이 적을수록 산림전용이 더 많이
이루어짐)

인구동태의 변화 (예 : 인구증가와 많은 농촌인구는 더 많은
산림전용을 촉진할 수 있음)
Kaimowitz와 Angelsen(1998)은 중앙아메리카의 쇠고기 생산
과 브라질의 콩 생산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들을 강조
하며, 농업의 확대가 산림전용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림의 팜오일 식재로의 농원전환
이 중요한 원인이다. 미가공 팜오일의 높은 가격이 팜오일
재배 면적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례들
에 있어서 소규모 농업인들 보다는 대규모 산업농가들이
산림전용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킨다. 토지개간에 의해 생성
되는 목재를 통해 얻어지는 추가적인 임대료는 황폐화된
토지 보다는 산림에 있어서 농원의 확대를 추진시킨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식재 면적은 거의 3배가
되었고, 2005년에는 총 560만 ha로 기록되었다(BisInfocus
2006). Box 2는 동남아시아의 이탄지대의 황폐화와 산림전
용에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Box 2: 동남아시아에서 이탄지대의 산림전용을 일으키는
요인들
지난 10년 동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탄 및 늪지 산림으로
- 상당한 양의 탄소를 지하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취약한 생태계로 – 합법적, 불법적인 벌목이 확대되었다.
급증세를 보이는 중국의 펄프 수요와(Wright 2004) 유럽의
원 유 팜 오 일 수 요 를 (Reinhardt 외 2007) 충 족 하 기 위 해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펄프목재 및 기름야자 농원조성은 이
탄지대의 급속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를 조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년 간 동남아시아의 이탄지대 2700만 ha가
운데 1200만 ha가 산림전용 되거나 황폐화되었다(Hooijer
외 2006). 직접적인 원인들로는 주로 토지 개간을 위한 불의
사용과 농원 개발을 위한 배수장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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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벌채는 산림 황폐화의 주요한 부분 내 원인으로,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산림전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수목
은 목재, 펄프용재, 연료재, 목탄 등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채취된다. 벌채사업은 일반적으로 산림을 황폐화시키지만,
택벌은 반드시 심각한 산림황폐화나 산림전용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감소된 영향 벌채(reduced impact logging : RIL)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확 전, 수확 후 사업기술뿐만 아니라
조림 및 수확기술들에 대한 규정을 개발해 왔다. RIL 및
“RIL 을 능가하는(beyond RIL)” 권고사항의 실행은 벌채
후의 임분과 관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벌채가 산림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Meijaard 외 2005; Gustafson 외 2007).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수목 벌채:

그러나 통제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제되는 목재 벌채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종종 산림황폐화, 그리고 간접
적으로는 산림전용을 초래한다. 또한 벌목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 건설 역시,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열악하게 집행되는
지역에서는 이주 및 산림의 농지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
로써 자주 산림전용을 초래한다(Kaimowitz 외 1998). Box
3은 벌채로가 산림전용을 조장하는 조건들을 서술한다.
Box 3: 벌목과 산림전용
벌채와 산림전용은 도로건설과 연계되어 있다. 벌목은 다음
의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이주와 토지개간을 촉
진 함 으 로 써 산 림 전 용 을 촉 진 할 수 있 다 (Kaimowitz 외
1998):

도로건설이 삼림지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로를 열어줌

산림 소유권과 벌채활동 규제가 불충분하게 시행됨

삼림지가 농업용지 전환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출신지역에서의 인구 및 빈곤에 관계되는 요인에 의해

대량 이주자 유입이 있음.

열악한 벌채사업 - 많은 가연성 폐기물을 남기는 - 은 상업
적 혹은 생계형 농업을 위해 산림개간에 사용하는 불의 연소
에 대해 산림을 취약하게 만들고, 나아가 산림을 황폐화 시
킨다 (Nepstad 외 1999; Meijaard 외 2005; Iskandar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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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fson 외 2007). 산림지역이 한번 황폐화되고 나면
이 지역은 아마도“누구라도 이용가능 한”상태로 방치될
것이다(아래 설명됨). 또한 황폐화된 산림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에 적합하다고 지목되기도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악덕 투자자들이 농원개발 허가를 얻기 위해 건전
한 산림을 불법적으로“황폐화된”산림으로 분류한 후, 이들
악덕 투자자들은 농원개발 허가를 받아 목재수확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다음, 농원은 개발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해 온
증거가 존재한다(Barr 1998; Smith와 Scherr 2003).
벌목과 펄프용재 개벌은 동남아시아에서 산림전용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고, 반면 비지속적인 연료림 채취와 목탄생
산은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의 보다 건조한 산림
에서 이루어진다(Kaimowitz와 Angelsen 1998). 인도네시아
와 그 밖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벌목이 산림
황폐화를 진행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Tacconi 2007).
광업 등 기타“산업 외”산업 활동들 역시 아마도 상당한 양의
목재나 목탄을 사용하고, 직접적인 이용과 인구팽창을 통해 그
결과 많은 산림황폐화가 일어난다.

기반시설 확장:
마지막으로 산림은 도로, 거주지, 공공시설, 파이프라인,
노천탄광, 수력발전 댐, 그 밖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서도 개간될 수 있다. 이 원천들 중 어느 것도 삼림지의 양적인
개간면적과 관련해서 중대한 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도로의 건설과 개선은 기반시설 개발
중 가장 큰 산림전용의 원인이 된다(Chomitz 외 2007). 이는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수송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절감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목재수확, 목탄채취, 그리
고 그에 뒤이은 농지나 목초지로의 전환이라는 순환구조에
나타나듯이, 그러한 활동들은 종종 변경확대와 산림파괴를
조장한다. 에콰도르는 도로건설이 산림전용의 주요 동인이 되
어왔던 한 예이다(Wunder 2000).
산림전용의 직접적 원인들은 Geist와 Lambin(2002)이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농업 및 기반시설 확대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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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산림전용의 주요 동인 범위

농업의 확대
영구적 경작
자급 농업
방목
이동경작
화전농업
a
정착

전 사례
(n=1 5 2 )
(%)
관측수
96
146
48
73
40
61
46
70
41
63
30
46
40
61

아시아
(n = 5 5)
관측수 (%)
1 00
55
44
24
36
20
6
3
44
24
44
24
42
23

아 프리카
(n=1 9 )
관측수 (%)
84
16
53
10
53
10
16
3
42
8
37
7
21
4

라 틴 아메 리 카
(n = 7 8)
관측수 (%)
96
75
50
39
40
31
82
64
40
31
19
15
44
34

기반시설 확대
교통로 확대
도로
거주지/시장의 확대

110
97
93
41

72
64
61
27

36
26
25
12

66
47
46
22

9
9
9
3

47
47
47
16

65
62
59
26

83
80
76
33

목재 벌채
상업적(수출용)
연료용재(국내용)

102
79
45

67
52
28

49
43
18

89
78
33

13
5
10

68
26
53

40
31
14

51
40
18

기타 요인들 b

52

34

17

31

10

53

2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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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유형들, 그리고 목재제품에 대한 상업적 수요 및
가정 내 수요에 따라서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주: 중복 계산 가능; 백분율은 각 범주에 있어 모든 사례들의 총계와 관련;
abs=절대수치absolute number; rel=비교백분율
relative percentage; cum=누적백분율cumulative percentage.
비교백분율은 반올림으로 인해 총계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다.
a 이주와 재정착 포함
b 토지조건 및 사회적 또는 생물물리학적 계기가 되는 사건들과 같은 유발적 환 경요인
(출처: Geist와 Lambin 2002)

3.3 산림전용과 및 황폐화의 잠재적 원인
지난 10년에 걸쳐서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에 대한 거시
경제적 영향력, 취약한 통치, 기타 폭넓은 사회적 특징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상세히 보고 되었다(가령 Chomitz 외 2007
참조). 산림전용의 주요 잠재적 원인들이 아래에서 설명된다.

거시 경제적 요인들:
시장의 힘에 민감한 사람들은 전환된 삼림지에서 경작될 수
있는 (또는 방목될 수 있는) 생산물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종종 토지를 개간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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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개간되는 경우, 경제 성장은
아마도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 산림전용을 증가시킬 것이
다. 경제발전의 후기 단계에서는 농업생산이 보다 집약화
되고 서비스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며
임업생산물 및 산림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임지
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박스 4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조장하는 거시
경제적 요인들을 열거한 것이다.
Box 4: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조장하는 거시 경제적 요인들

통화가치 하락은 농업확장을 더욱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음

긴축조정정책은 도시경제를 축소시켜 사람들을 농업적인

변경으로 되돌아오게 함

통상정책은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산림에 대한
요구를 가중하며 토지 조방적인 토지이용 산업과 목재부
문을 수입된 대용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연료 및 수송 보조금은 멀리 떨어진 목재채취를 용이하게
하거나 토지개발의 수익성을 더 높게 한다
(Kaimowitz와 Angelsen(1998), Wunder(2003) 참조)

앞에서 논의했듯이 농업을 통한 높은 수익성(농업지대)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데 대한 잠재적인 주요 경제
적 요인이다(Wunder와 Verbist 2003). 농업 생산물 가격의
상승과 투입비용 하락은 농업의 수익성을 높게 하며, 생산
지역을 확대시킨다. 산림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
한 잠재력을 가진 다른 거시 경제적 요인들에는 대외부채,
외국의 환율정책, 산림전용(주로 농업 및 방목) 및 산림
황폐화(주로 목재벌채)와 연관된 산업부문의 무역정책
등을 포함한다. 산림에 미치는 그러한 정책들의 최종적인
영향은 매우 가변적이다. 예를 들어 통화가치의 절하나
하락은 수출을 자극할 것이고, 산림전용의 영향은 수출용
곡물이 개간된 삼림지에서 경작하기에 적당한 것인지 아닌
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역시 산림전용을 자극할 수 있다. 1997년 인도네
시아의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이전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산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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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바 있다. 그들의 활동은 경작을 위한 산림의 개간,
벌채활동을 보류시키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벌채, 어류와
파충류에 대한 채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불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Chokkalingam 외 2006). 그러나 경제위기는 산림전
용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대규모 기반시설과 토지개
발 프로젝트들을 중단시켰다.
임산업의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된 채무는 산림전용
을 조장하는 상당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일단 생산능력이
제자리를 잡으면, 조림지에서 생산되는 원목공급이 불충분
할 경우 시장과 정치적 요인 양쪽 모두가 천연림에서 얻어
지는 원목의 공급을 유지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일례
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펄프산업이 최근 몇 년간 그 원자재
섬유의 약 70퍼센트를 천연림에서 얻었다(Spek 2006). Box
5는 공급과 수요 사이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채
무정책의 기회상실을 설명한다.

통치적 요인들:
통치는 산림에서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전용 및 황폐화는 산림 보유권
과 제도의 복합적인 효과로서의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는
역으로 지나친 개발을 초래하는 일련의 인센티브들을 결정
한다(Ostrom 1990).
산림보유권에 관해서는, 산림전용을 토지보유권 제정으로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포함한 재산권이 빈약하게 정의된 결
과로서 산림전용과 황폐화가 발생할 수 있다. 소유권이 불
명확하거나 중복되거나 혹은 빈약한 장소에서는 천연자원으
로부터의 장기적인 수익에 대한 투자 동기 또한 취약하다.
예를 들어 공유림으로 명시된 토지가 열악하게 규제되거나
“경비”되지 않으면, 이 지역들은“누구라도 이용 가능
한”자원이자 약탈 이용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Agrawal과 Ostrom 2001). 재산권이 서류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
해진다.
그러나 안전한 재산권은 비록 중요하긴 하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보장하는 데에는 종종 불충분하다. 재산권이 공
통적으로 행사되지만 산림경영에 대한 명백한 권리와 책임
을 지정하는 지방제도가 부재하는 곳에는 산림황폐화가
발생할 수 있다(Ostrom 199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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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잠재적 원인으로서의
법인채무 정책
1997년과 1998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가치가 폭락했을 때, 수출에 기반을 둔 목재가공 회사들은
국내 및 국제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대한 부채이자를 지불
할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림 복합기업 대부분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기업부채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
았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산했다. 금융위기의
결과로 은행기구와 실물부문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
도 네 시 아 정 부 는 국 제 통 화 기 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자국의
병든 금융부문 자본재구성을 감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은
행 구 조 조 정 기 구 (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 :
IBRA)를 설립했다. 이 권한으로 IBRA는 거의 모든 주요 목
재연관 기업들과 산림복합기업 소유의 모든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맡았다.
IBRA는 그 관리 하에서 파산자의 자산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융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강력한
기구였다. 국제원조집단으로부터의 지원에 부응하여 정부는
IBRA의 채무재편성 과정과 채무삭감을 임산업계의 가공능력
저감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어져
인도네시아의 많은 펄프 및 종이 생산기업과 기타 임업복합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목재공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
으로 그들의 가공용량을 저감하도록 강력히 요구되어 졌다.
인도네시아가 금융위기에 들어섰을 당시 목재산업에 의한
연간 수요량은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목재 공급량의 3배에
달했다.
안타깝게도 IMF와 세계은행이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체결된 채무관리정책은 대부분의 임산업과 펄프 및 종
이생산 기업들을 포함하여“전략적”이라 여겨졌던 산업분
야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신속히 해제하는 편을 택했다.
이 기업들의 채무는 가공용량저감의 요구를 부과하는 일없
이 총 장부가격의 약 20%정도에 판매되는 일이 많았다. 그
결과 공적자금에서 해방된 기업은 비지속적인 조업을 계속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확대하는 것이 가능했다.
(Setiono 2007)

산림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장 수익성
이 좋은 토지이용으로 보이는 대안적인 토지이용을 취하는
일부 사례(예를 들면 가축방목 )에서는 개별 소유권의 보
장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데 일
조를 한다(Wunder 2000; Kaimowitz 2002).

24

자치주의 산림자원의 배분이나 전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
대를 추구하는 이권행위에 관한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산림전
용과 산림 황폐화를 조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다. 제
분야들에 걸친 모호하고 중첩적인 법률, 규제, 사법, 그리고
불완전한 지방분권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 이 모든 것이 기
업가들로 하여금 산림보호정책들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회색
지대”들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에서
Casson과 Obidinski(2007)는 2000년에 시작된 지방분권화 개혁
이 합법적 벌목과 불법적 벌목 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고
부가적인 세수를 찾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은 소규모로 관
리가 열악한 벌채 허가지들에 대한 허가를 발행함으로써,
이전에는 위법이었던 활동들을 합법화했다.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이는 종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이기
도 하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토지권리의 보장과 산림보존의
수익성이 열악한 근본적 원인에 대처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를 함께 적용한다면 REDD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지도층은 종종 산림자원
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들의 권력적 지
위를 사용하는데, 비지속적인 채취를 초래하고 있다(Barr
1998; Colchester 외 2006; Milledge 외 2007). 정부 및 군
사 관료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목재회사들과 목재
가공 회사들은 빈번히 수익이 높은 벌채 및 식림 허가지역
에 대한 유리한 접근 권한을 얻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 초과
이윤의 상당부분을 획득할 수 있다(Barr 2001). 많은 목재
생산 국가에 있어서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부패는 종종
강력한 정치와 기업관계자가 최소 수준의 공공적 책임을 가
진 채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경 내와 국경을 초월
한 그러한“엘리트에 의한 착취”의 가능성은 아마도 분쟁
상 황 하 에 서 더 욱 심 화 될 것 이 다 (Baker 외 2003; UNSC
2002).
제3의 통치요인은 산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산림법과 위약한 법집행 능력을 꼽는다. 산림법은 종종 일
부 지속가능한 산림활동들을 위법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
와 동시에 비지속적인 활동들은 합법으로 다루기도 한다.
Colchester 외(2006)는 산림법이 빈곤층의 산림에 기반으로
한 수입원을 기술적으로 위법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
면, 임업부문 이외의 법률들은 주민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은 위약하거나 불명확하거나 혹은 무시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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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밝혔다. 동시에 산림법은 대규모 산림범죄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미약하다는 점이 입증되어 왔다. 인도네
시아에서는 악명 높은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한 불법벌채와
방화 사건들에 대한 추적의 시도가 성공적인 형사소추로 이
어지지 못했다(Smith 외 2007).

기타 요인들:

문화적 요인들: 지역의 문화는 토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성시되는
산림지역들은 토지전환과 산림황폐화로부터 보호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 요인들이 산림에 대한 압
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령 라틴 아메리카의“카우보이
문화”는 많은 육류소비와 방목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대부분 산림개간을 수반한다.

인구동태 요인: 농촌인구의 증가와 농촌변경으로의 이주는

산림개간에 이용 가능한 노동력을 증가시킨다. 도시와 농
촌의 인구증가는 또한 식료와 기타 생산품에 대한 토지수
요를 증가시키며, 따라서 이들을 생산하기 위한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된다. 인구증가가 종종 산림전용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는 만큼, 여기에 대부분의 산림전용은 산
림의 농업용지로의 전환 - 이 가운데 대부분은 소규모 자
작농업 보다는 산업화된 농업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관찰로
뉘앙스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요인들: 기술의 진보는 산림전용비율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한 예로 토지 조방적인 기술의 채택은 산림
을 희생해 농업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혹은
보다 집약적인 신 농업기술은 산림변경에서 이루어지는
조방농업으로부터 자원을 끌어내올 수 있으며, 그렇게 함
으로서 산림전용을 줄일 수 있다(Angelsen과 Kaimowitz
2001; Angelsen 2007; Chomitz 외 2007). 산림전용과 관련
한 측면에서 농업기술 향상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불명확
하며,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의 상대적인 강도에 의해 결정
된다. 우선 신기술은 그것이 수익성을 높여주는 경우 도
입되어질 것이고, 보다 높은 농업의 수익성은 산림전환을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만든다. 둘째로 생산물 공급의 증
가는 (그리고 노동력과 같은 투입에 대한 수요) 수익성
증가를 완충하는 방식으로 - 반대의 경우도 가능 – 가격
을 변동시킨다. 그림 2는 순수한 영향을 결정하는 몇 가지
중대한 요인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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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업기술과 산림전용과의 연계성
(Angelsen and Kaimowitz 2001)

3.4 향후 REDD 제도에 대한 시사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원인들에 대한 연구의 요약은 산
림의 이용과 전환이라는 단순한 활동배후에 복잡하게 얽힌
일련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실이 놓여있다는 것을 밝
혀준다. 더욱이 다차원적인 원인들은 국가별로, 그리고 시
간에 따라 현저하게 다를 수 있어 일반화를 어렵게 만든다.
REDD 체계의 계획과 실시에는 그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이 의
미하는 바는 저마다 발달 상황이 다른 다양한 국가들을 위한
“일괄적”접근이 모두에 적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연구
는 또한 다양한 잠재적 원인들이 산림에 미치는 순효과 환율변동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 그리고 지방분권화와
같은 통치요인 - 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REDD 정책이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된 산
림보호의 추진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본
래부터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산림전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개혁을 위한 인센티브는
중요하지만 산림전용의 영향을 정량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한 가지 암시적 의미는 탄소배출권의 형태를
띤 보상은 무엇이든 특수한 정책의 시행보다는 일정한 베이
스라인과 비교할 때 국가적(또는 지역적) 차원의 산림전용
의 저감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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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산림전용과 황폐화의 잠재적 원인들의 한 부류가 산
림보호의 이해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개입을 따르지 않
는 - 상품가격, 농업기술, 인구동향과 같이 - 경제적, 사회
적 조건들에 일어나는 폭넓은 변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그러한 원인에 의한 영향분석은 주로 산림에 대한
압력을 예측하는 데에 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압박에
대응하도록 방어책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류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
들은 경제성장과 빈곤축소를 이루기 위한 사회와 정부들의
선호를 반영한다. 많은 경우, 산림을 다른 용도의 토지이용
으로의 전환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있어 국가의 부를 증대
시키는 중요수단이다. 특수한 수단들로는 특히 농업의 확대
를 꼽을 수 있지만 또한 정착계획, 임산업의 투자, 농촌기
반시설 개발, 바이오 연료의 개발 등도 있다. REDD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들이 설득력 있는 경제적 대안
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서
조종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부류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직‧간접적 원인들은
정치적‧경제적 지도층의 이익을 반영하며, 이는 아직까지도
산림보호라는 목표보다 더 큰 우선권을 정책입안자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전통적인 산림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
고 임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공하며 산림법을 개혁 및
시행하는 한편 불투명한 산림 관련 의사결정을 처리하는 권
한들이 실패함으로써 그런 이익의 특혜를 받는다. 핵심적인
질문은 지구적 차원의 REDD 체제의 전망이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통치개혁의 진행을 가속화하는데 대해 인센
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Chomitz 외 2007).
통치개혁의 매력은 몇 배에 달한다. 예를 들면, 산림전용
저감의 규모는 벌목, 기름야자와 대두생산을 위한 허가지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정책들을 변경함으로써 커질 수
있다. 수백만의 소규모 농가들이 관련되어 있는 개혁들과
비교하면 처리 비용은 낮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개혁들은
빈곤감축과 같은 다른 정책목적에 대해서 적지 않게 경합하
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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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전용 및 황폐화
감축을 위한 정책선택

본 장은 2장에 서술한 산림전용 및 황폐화에 관한 동향,
3장에서 요약된 잠재적 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선택을
제안한다.
10년 전 Kaimowitz 외(1998)는 산림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행한바 있다. 그들의 논문
은“적절한”산림전용과“부적절한”산림전용 사이에 규범
적인 구별을 둘 것을 제안했다.“적절한”산림전용은 일부
산림개간이 개발 목표를 돕는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가령
활용도가 낮은 산림들이 보다 높은, 그리고/또는 보다 장기
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다른 용도의 토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다.“부적절한”산림전용은 산림의 중요한 가치
를 희생하고 적합하지 않은 토지이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토지나 산림에 의존하여 생활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토지, 또는 산림전환이 하류에 악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산림전용
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은 산림전용과 산림전용을
억제하려는 시도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적절한 산
림전용과 부적절한 산림전용 사이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기후보호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산림전용이나 황폐화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 REDD 체제의 도입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떠한 산림이용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에 대한 판정방법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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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인 토지이용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어디에서 어떻게 REDD를 실시할 것
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한다.
Kaimowitz 외(1998)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책들이
산림전용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열대 농림산물의 가격과 수요의 규제

산림전용과 연결되는 생산품의 비용과 위험성 증대

토지투기의 억제

산림유지의 수익성 향상

산림의 개간에 사용되는 자본 및 노동의 기회비용 증가

이하의 부분에서는 바이오연료 투자의 급등, 불법벌채 대책
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환경서비스지불 계획에 관한 경험 등
을 포함하여 과거 10년간에 걸쳐서 나타났던 수많은 동향들
을 참작해서 위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분석을
더한다. 산림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정책 수
단에 관한 문헌에 대한 고찰은 경제 및 재정적 수단, 직접
적인 규제, 관리와 제도적 강화를 구별하는 분류를 제시한다.

4.1 경제·재정적 수단
제3장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산림개간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적인 토지이용이 개인 토지이용자들에게 산림을 보존하
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
있다. 경제적, 재정적 수단들은 산림의 보존으로부터 토지
이용 의사 결정자들에게 돌아가는 상대적 보상과 이익을 반
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러한 수단들은 산림의 손실과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적 영
향, 또는 산림 보호의 긍정적인 외부성을 내부화한다. 관련
정책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벌채, 방화, 농지
전환, 산림정착으로부터의 얻는 수익을 인위적으로 증가시
키는 보조금 및 기타 가격왜곡 정책들의 철폐에 관한 것이
고, 두 번째는 산림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창출
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과 금융체계를 마련하는 일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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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촉진하는 보조금의 철폐: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선택들 중 첫 번째
부류에는 산림손실을 일으키는 활동들을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덜 위험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이들 활동을 부추기는
보조금의 철폐가 포함된다. Kaimowitz 외(1998)와 Wunder(2003)는
다음과 같은 목록을 확인한 바 있다:

농업확장을 촉진하는 농업투입에 대한 보조금

주거지 형성과 정착계획 대한 재정적 지원

새로운 개간지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술 및 상담지원,

세금공제, 보조금

조방적 토지이용분야(특히 가축방목)에서의 수입제한

도로 및 수송 보조금

파괴적인 개발에 종사하는 벌채 및 임산업에 대한 보조금

그러나 농업보조금의 폐지만으로 산림전용을 억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브라질과 중앙아메리카의 경우, 가축방목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산림전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하
기는 했지만 그 후 다시 증가되었다(Box 6 참조).
Box 6: 보조금 철폐가 불충분할 때
Kaimowitz(2002)는 가축대부 보조금 및 기타 정책이 아마존
의 산림전용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사했다. 농업활동에 대한
일부 보조금의 철폐 이후 1987년에서 1991년 사이에 산림전
용은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벌채가 보다 강도가
높고 보조금 없이도 농업과 가축방목이 수익성이 있음에 따
라 산림전용이 다시 꾸준히 증가했다. 몇몇 사례에서는 토
지보유권 확보가 농민이 산림전용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실
행하기 위한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
다. 산림전용을 멈추기 위한 정책들은 산림전용의 복합적이
고 동적인 잠재적 원인들이 이해되고 바로잡아질 경우에만
가능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한다.

보조금에 의한 농업확대를 통한 산림에 대한 새로운 압박
은 야자수, 사탕수수, 자트로파(jatropha)를 포함한‘바이
오연료’개발의 형태로 나타났다. 역설적으로 - 화석연료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인 –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이용을 장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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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책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천연림의 전용을 자극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 연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연합 및
여타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목표들 –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 은 REDD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가솔린과 디젤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략 현 농지면적의 43%나 38%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Righelato와 Spracklen 2007). 그러한
목표들이 채택되고 유지된다면 열대지방에서 바이오연료 생
산을 확대하기 위한 압박은 커질 것이다. 일부의 사례에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작물이 황폐지에서도 자라는 경우도 있
겠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는 바이오연료 개발이 전체적으로
농경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 단독으로는 산림 손실의
가장 큰 원인 – 그 결과 보다 높은 수준의 산림전용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1990년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중 수많은 나라들에
있어 1인당 식물유 소비량이 현저히 증가했다. 가령 인도네
시아와 인도에서는 소비량이 각각 65% 및 94% 증가했다 (Murphy
2007). 이러한 증가는 가계수입의 증가로 식생활 개선에 의
해 많은 식용유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팜오일 수요는 식용으로 소비되거나 바이오 디젤로
전환되든지 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미 전반적으로 식물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바이오디젤 효과’는 많은
국가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확대를 통해 팜오일 시장
을 왜곡해 왔다(Murphy 2007). 2004년에 전세계의 팜오일
재배지 총면적은 거의 899만 ha로 추정되었다 . 그리고
2007년까지 이 수치는 1092만 ha로 증가했다 (Carter 외
2007). 심지어 바이오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도
많은 국가에서 산림은 팜오일 개발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것이
기 때문에, 산림전용이 '타당한' 결과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기타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목재
로서
요가
왔던

벌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지 정책개혁의 일환으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된 입목 벌채 수수료를 인상할 필
있다. 그러나 낮은 수수료는 목재회사나 임산업이 누려
많은 암묵적, 명시적인 보조금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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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동안 아시아의 펄프 및 제지 회사의 여러 기업이
천연림을 펄프와 종이로 바꾸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융자와 보증을 손쉽게 얻어왔다. Box 5에 설명된 것처
럼, 이들 회사중 많은 수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를 사실상 국제 은행업계
와 영향을 받는 관련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Barr
2001). 재무상세조사 - 제안된 처리능력 확대가 합법적이
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된 목재로 공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 는 향후 그러한 은닉된 보조금을 밝혀낼
수 있고, 어쩌면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Box
7은 은행들의 위험성 평가와 기업실사가 본래는 열악한 실
적을 보이거나 비지속적인 펄프생산업자들에 대한 융자를
거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Box 7: 산림투자의 금융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
CIFOR가 2006년에 실시한 국제적인 펄프공장에의 융자에 관
한 연구는 은행 및 기타 투자기관들이 펄프공장 투자 사업
에 연관된 재정적 위험성을 종종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펄프공장과 생산능력
확대 사업에 대한 섬유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올바르게 평가
하는 데 대부분 실패한다. 대부분 은행들은 내부에 임업 전
문가를 거의 두고 있지 않으며, 한 프로젝트의 산림사업에
관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 가령 세계은행의 국제금융
공 사 (World Bank's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같은 - 다국적 금융기관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수법을
취한다. 그 경우, 개인융자에 대한 검토보다 산업부문 및
국가의 구성을 중시한다. 또한 리스크 평가는 대개 신용평
가사가 내놓은 신용리스크 평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중개
배제와 경쟁적인 압력 때문에 대부업자와 투자자들은 한 특
정기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해 줄
명확하고 적절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Spek 2006)

산림보호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의 창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시장 실패가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산림은 적당한 의미에서의“토지이용
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상당한 재화
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천연림의 보호를 다른 토지이
용으로의 전환과 비교할 때 과소평가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재정적 인센티브는 가격 시그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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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토지제공자들에게 산림을 전용하지 않거나 황폐화시
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이익을 보상함으로써 개
인 토지이용자들의 결정을 바꾸기 위한 수단들이다. 그에
대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한 세금의 저감을 포함한다.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생산된 임산
물에 대한 가격우대 및 시장점유율을 증가하도록 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의존하는 인증제도.

공공 및 민간의 투자흐름은 유익한 활동에 목표를 두거나

및 산림보호에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활동들을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목재 임산물의 상업화와 같이 산림을
개간하지 않는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금융지원계
획을 통해서 공공기관들은 재원을 토지보유자들이 이용가
능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목재공급에 있어
서 사회적, 환경적, 법적 안전기준의 준수를 보여주지 못
하는 임산업체나 대규모의 산림개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흐름은 거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지출계획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경우(예를 들면 재
조림이나 천연갱신) 또는 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산
림개간 또는 벌목)에 대해 한정적, 조건적인 보상금을
제공한다. 재원은 보통 구체적 기준에 의해 산림사업자
들에게 할당된 기금을 통해 전달된다. 예를 들어 환경서
비스 지불제(PES) 계획(Box 8 참조)과 자연보호채무보호
등이 포함된다.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PES 사례에 대한
연구(Karousakis 2007)는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이
용자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보상계획은 보다 안전한 토지보유권 또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 비금전적인 수익을 위해 고안될
수도 있다.

4.2 직접적인 규제
위에 설명한 경제적, 재정적 수단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삼림
보유권과 산림자원의 관리능력을 갖는 산림관리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많은 산림지역에서 그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
으며, 산림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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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환경서비스 지불제
환경서비스 지불제(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PES)는 보상 지불을 통해서 토지소유주와 다른 수혜자들의
이익을 연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명백히 인식하는 새로운 보
존 패러다임의 한 부분이다. PES 체제는 최소 한 명의 판매
자, 한 명의 구매자, 하나의 잘 규정된 환경서비스와의 자
발적, 조건적인 거래라 정의할 수 있다. 조건부 -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어지는 경우에만 지불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실무적 원칙’- 는 PES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이다.
탄소배출 삭감에서의 이익에 의해 토지소유주들에 산림전용
을 제한하기 위한 지불은 PES의 한 예이다. REDD에 유래하
는 4가지의 환경서비스: 탄소의 흡수와 저장, 생물다양성
보존, 수원보호, 경관미가 PES에 의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
인다.
PES제도의 계획들은 분명한 기준선의 정립, 생태계 서비스
의 “판매자”들이 직면하는 기회비용의 계산, 지불체제를
제도적 능력에 부응하는 필요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
에도 PES는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그 결정
들이 이전지출에 의한 차익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기관
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PES제도는 현재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민간부문계획이기 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계
획이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PES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요의
측면에서는 지불용의의 부족에 의해, 공급의 측면에서는 실
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억제되어 왔다.
(Wunder 2007)

그러한 경우에 산림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마도 적
지 않은 실행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직접규제는 일반적으로“지휘와 통제”로서 언급되며, 산림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법률과 제도의 제정과 시
행에 관계한다. 직접규제는 환경정책과 토지이용 계획의 가
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직접규제는 가령 국립공원의 설립,
벌채 및 화전 금지, 토지이용 구분 등에 의해 산림의 전용
과 황폐화를 위법행위로 만들어서 직접 대처할 수 있다.
직접적인 규제는 산림의 보호 또는 감소의 경향에 현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정책변경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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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계획과 설계는 도로건설과 토지개간 사이에 강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Chomitz 외(2007)에
의하면, 도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정책통제”하에서 산
림전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이다.”그리고 앞장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벌채 허가에 대한 강제 조건 측면에서
임산업체의 규제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있고, 목재 가
공업체들이 합법적이고 지속가능 한 공급으로부터 그들의 목재
섬유를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립공원 같은 보호지역의 면적은 현재 세계 산림면적의 약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는 지난 20년간 급속히 증가
해 왔다. Chomitz 외(2007)가 관찰한 바와 같이, 그러한 지
역들의 효과성은 무효한“서류상의 공원”에서부터 유효한
“보존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호지역내 산림감소는 보호지역 외 보다 상당히 낮은 경향이 있다
(Bruner 외 2001). 브라질, 코스타리카, 마다가스카르, 우간
다 등은 국립공원이 산림감소를 현저하게 줄여온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보호지역의 유효성은 운영비용이 전반적
으로 부족하게 지원됨으로써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REDD
체제는 새로운 보호지역 창출에 공헌할 수 있다. 어떤 경
우에 있어 REDD 지불금은 사전에 설정된 기준치에 대해 탄
소저장량 보전의 개선이 예상된다면 이미 설정된 보호지역의
관리비용에도 충당될 수 있다.

규제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의 회피:
부적절한 규제는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감축하는데 기여를
할만한 활동들을 의도하지 않게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많은 국가에서 비목재 임산물의 채취, 수송, 판매를
포함하는 규제는 목재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를 부적절하게
모델로 삼아 높은 비용을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Belcher와 Schreckenberg 2007). 그리고 비목재 임산
물의 상업화는 때로 산림이 다른 토지이용으로 전환을 방
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Kusters 외 2007). 경제적, 재정적
수단들 안에서 위의 설명한 도의에 어긋나는 보조금과 더
불어,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관리하는 제 1단계는 도의에
반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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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산림 프론티어 지역에 있어서 제한된 정부의 영향
력이나 부패, 그리고 편파적 행정이 직접적인 규제의 효과
적인 시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늘면서 지휘와 통제의 수단
에서 떨어지는 사례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사실 지나치
게 복잡한 규제는 종종 부패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직접규제의 유효성은 현행법의 명료성과 적
합성에 의해 매우 강하게 좌우되며, 위반사례를 보고하는
정부 및 지역사회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위반의 보
고, 법의 집행, 비준수의 처벌 등 능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Gregersen 외 2005; Colchester 외 2006).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현행 산림법의 시행이 산림전용
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 일부를 간과하는 반면에,
소규모 산림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는 위험이 존재한다. Colchester 외(2006)는 5개국에서 이
루어진 사례연구에서 산림법의 시행 강화는 농촌의 빈곤층
을 단속의 목표로 삼고, 산림범죄의 배후에 있는 보다 큰
권력을 자진 사업가들은 법망을 자유로이 빠져나가도록 허
용함으로써, 그 체계에 있어 소규모 산림이용자들에게 불리
한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한 방법은 보다 자연스럽게 대규모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범죄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법률 시행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이
다. 그러한 수단에는 불법 벌목지역에서의 돈세탁 및 부패와
관련된 고발 행위가 포함된다(Setiono와 Husein 2005).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제한:
과도한 산림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선택은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협정에 의해 제한되어 진다. 예를 들
어 통상규정에서 인정된 우선성 때문에 위법은 불법목재제
품의 국제무역을 소비국가에서 타도하기 위한 규제적 수법
은 배제되어 왔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산림법 강화와, 관리
및 무역 행동계획(European Union's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FLEGT) Action Plan)은 WTO(세계무역
기구) 협정의 규정위반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양국간 상
호인가계획에 한정한다. Humphreys(2006)에 따르면, 전 세
계적인‘신 자유주의'의 용인이 유엔 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및 그에 앞선 여러 포럼들이 수년간 벌인 토
론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산림전용과 황폐화의 도전에
대처할 효과적인 체제의 창출에 실패한 주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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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정관리 체계와 제도적 능력의 강화

보유권과 재산권: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토지 보유권의 체제와 재산권은 토
지의 이용방법에 강한 영향을 갖는다. 많은 열대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개척되어진 토지와 관련된 “이용”
의 공식적인 정의에 의해 결정되어 지고, 이는“적극적 이
용”을 통해 토지사유권를 강화하거나 수용을 피하기 위해
산림 개간을 돕고 있다. 이러한“산림전용을 통한 도시 정
주 장려”메커니즘은 비공식적 방식(가령 인근이나 외부에
서 들어온 거주자들은‘경작’되고 있는 작은 구획의 토지
에 대한 재산권 주장을 보다 흔쾌히 받아들인다)으로도 존
재할 수 있고, 산림전용을 점점 더 많이 행하는 이들에게만
확실한 토지재산권과 토지점유권을 할당함으로써 정책적 차
원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산림전용을 제한하는 첫 단계는
재산권의 확립과 확보를 위하여 산림벌채시 요구하는 재산
권 제도를 없애는 것, 그래서 안전한 토지에 대한 권리확보
와 산림전용 사이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이다.
명확히 정의된 재산권은 산림자원의 가장 유익한 장기적
이용에 투자하도록 민간 행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데에 있어서도 필요 불가결하다. 산림보존이 실질적으
로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한 토지이용의 일부가 되는 경우
에는 재산권을 확립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끌
어낼 수 있다. 산림전환을 위한 기회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조건으로 하여 형성되어진 재산권
보장은 환경서비스에 대한“현물”지불의 한 형태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은 현재 동남아시아에 있는 고지의
빈곤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보상(Rewarding Upland Poor for
Environmental Services:RUPES)의 대상지에서 시험되어지고
있다(www.worldagroforestrycentre.org/Sea/).
브라질의 대표적인 보존지역으로 예시 되어진 또 다른 혁
신은 산림전용을 방지하고 토지투기를 없애기 위해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규제를 수반한 지역공동의 재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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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에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예는 사유보호림 네트워크의
진흥이다. 이는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
해 협동적인 지원의 역할을 기능하게 하여 최근 라틴아메
리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혁신적인
전략들은 산림상태의 감시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사결정의 절차적 통합성:
앞장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산림부문의 행정관리는 하향식의
불투명한 공공자원 할당으로 특징지어져 왔고, 종종 산림전
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는데 공익을 희생시켰다. 산림과 관
계된 의사결정의 절차적 통합성 향상은 관련 당사자들이
가진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은 공익에 대한 유권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개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다고 가정한다면,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입
수가능성은 그들의 교섭능력과 적절한 의사결정 능력을 강
화시킨다. 투명성은 부정부패의 기회를 줄여주며, 정부기
관이나 민간기업이 책임있는 산림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일
반시민 및 공익단체들이 감사하게 된다. 산림의 상태 및
동 향 , 그 리 고 상 태 의 변 경 안 (농 지 로 의 전 환 과 같 은 )
에 대한 정보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결정의 채택, 또는 지
도층이 결정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법령에 대항하는
시민활동 등을 더 촉발시킨다. 산림 산업체들이 운영 관련
정보를 보다 많이 공개하면 소비자와 규제의사결정자 양측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Barr 2001; Spek 2006).

원격탐사 및 정보에 대한 공공적 접근에 기반을 둔 새로운
도구들은 산림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의 효율성을
개선시켰다. 예를 들어 Chomitz 외(2007)는 대규모 소유지
의 위치를 기록하고 그 토지들이 토지이용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원격탐사 방식을 이용한 브
라질 Mato Grosso State에서 이루어진 시스템 도입이 외견
상으로는 불법 산림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토지소유주의
행동을 변화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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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 대한 포괄적 참여는 산림정책의 설계와 시행, 두
가지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 산림 관련 의사결정은 재정
세입 및 폭넓게 혜택을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가끔 위
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일반 대중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산림의 내부와 주변에 위치한 공동체는 그들의 이해
관계가 산림전용의 희생자로서든 순수한 수혜자로서든 간에
산림경영 상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
큼, 산림 관련 의사결정에 특히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다. 더욱이 그들의 협력은 많은 산림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 어 중 요 하 다 (Colfer 외 1999; Purnomo 외 2005;
Colfer 2005).

유능한 조직: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은 정책의
효과를 보장하는 핵심이 된다. 국가·지역·지방 수준의 각
각에 대해 적절한 책임과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자원을
확실히 배분하면 이러한 국가·지역·지방 차원에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위의 논의와 연관 지어보면, 산림
자원에 대한 지방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설계된 최근의 산림
보유권 개혁 물결은(Wily 2004; www.rightsandresources.org도 참조)
이를 토대로 향후의 제도개혁과 강화 노력을 형성할 유용한 경험
을 제공한다. 많은 개혁들은 불충분한 권한위임, 권리와 로열티
의 분배에 존재하는 부정부패, 지속적인 이익에 대한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과도한 요구, 그리고 보유권 보장
이 조직의 강화 및 최소한의 환경 기준과의 합치에 실패한 상황
등에 의해 저해되어 왔다(Ribot 2002; Oyono 외 2006). 재산권의
본질적인 권한위임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자원에 대한 지방의 통치
에 대한 지원(가령 권리와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규정, 감시 체계와
제재 등) 및 올바른 인센티브와 결합되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지
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임업과 중소규모의 산림기업들은 산업적인 임업
부문에 비교할 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그리고 특히 빈곤
감축이라고 하는 이익에 대하여 보다 전망있는 방향을 제시
한 다 는 증 거 는 점 점 늘 어 나 고 있 다 (Molnar 외 2004;
Mayers 2006; Chomitz 외 2007).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러 한 이 해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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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정부의 임업 기관들로부터 충분한 지
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사회 및 토착 산림경영 단체들이 성
공을 거두기 위한 지원의 핵심요소들은 이하의 내용들을 포
함할 것이다:

보유권 및 정치적 권한의 법적 보호

지역사회에 사업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중개

기관의 강화

지역사회에 보다 적합한 인증 모델(“기준과 지표” 의 접근에
기초)

지역사회-기업 협력관계의 발전(El Lakany 외 2007)

4.4 향후 REDD 제도에 대한 시사
위에 제시한 정책 선택에 관한 분석은 국가적 차원의 REDD
전략의 설계와 이행을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첫째, 국가적 REDD 전략들은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야기하
는 활동의 비용과 위험성을 감소시키거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현 정책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정책들
의 목록 가운데서 상위에 올려져야 할 것은 산림의 개간을
야기하는 활동들에 대한 보조금의 철폐이다. 여기에는 농
업, 방목, 또는 바이오연료 개발의 수익성을 높이는 활동,
지속가능한 목재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산림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가령 비
목재 임산물의 이용을 위한 복잡한 허가절차와 같은 소규
모 및 지역공동체 임업회사를 압박하고 부정부패의 기회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은 재고되고 수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보조금과 규제의 제거만으로는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촉진하는 많은 힘들을 역류시키기에 항상 충분하
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연료를 위한 보조금
이 없다 하더라도 식용유로서의 소비를 위한 팜오일에 대
한 수요는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앞서 말한 산
림전용의 기회비용이 높은 곳에서는 산림전용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긍정적 인센티브와 직접규제를 포함한 정책 선
택들의 혼합이 필요할 것이다. 산림과 관련된 재산권이
명 확 하 게 보 장 되 어 진 경 우 에 는 PES(환 경 서 비 스 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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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전략의 맥락 속에서 직접인 규제의 적용은“부적절한”산
림전용을 억제할 가장 중요한 기회들을 목표로 삼고, 특히
농촌의 빈곤층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
기 위해 주의 깊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산업체 규모의 산
림범죄를 겨냥한 법률집행 노력을 증대하는 일, 새로운 도
로의 건설이 취약한 산림에 대한 접근로를 개방해 주지 않도
록 보장하는 일, 영리기업들에 의해 보호수단 준수를 강화하는
일 등이 최우선 사항으로 여겨져야 한다.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계획과 같은 직접적인 민간이전지출이 토지소유주들의 행동
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REDD 전략
들은 아마도 산림보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기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REDD를 지원하는데 있어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의 이행과 보
다 개선된 대상을 정한 규제적 접근은 역으로 새로운 통치
체계 및 제도적 능력의 창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지출 계획들은 자금제공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
식으로 할당하고 전달하는 중개 조직이 존재하고, 지출에
상응하는“판매자”측의 행위를 보장하는 감시체계가 기능
하는 경우에만 대규모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산업체 규
모의 산림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겨냥한다 해도 사법관들
의 능력강화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이들을 성공적으로 기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규모 및 공동체
임업으로의 이동은 적절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임
업기관 측에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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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DD 지원정책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들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서 비롯된다. 산림 손
실과 황폐화의 원인들을 일반화하고 전반적으로 적절한 대
응을 제안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유일의 해결책은 거의 없다. 다양한 지역들은 서로 다른 잠
재적, 직접적 산림전용 원인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에 대
응하는 능력도 각기 다르며, 따라서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대책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문제는 본질적으로 단순하다. 임지는 개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 기업, 또는 정부 측 행위자들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되거나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집단 차원에서 산림전용이나 황폐화를 감축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도 이러한 기본적인 현실에 맞서야 한다.
국제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REDD 제도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적 REDD 전략들은 현재 산림전용과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는 비용편익 계산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상”이나“인
센티브”지불의 형태로 - 재정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난제
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10년 이상 동안 이루어진 연구
로부터 REDD 논의와 관련된 어떠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으
며 앞으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한가? 다음 장은 모니터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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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정책선택, 제도적 및 통치적 필요성에 대하여
과제와 기회들을 요약한다.

5.1 산림탄소 관측과 베이스라인
제 2장1절에 제시된 산림피복과 산림전용비율에 대한 다양
한 추정치는 오늘날까지의 산림관측 실력이 적지 않은 불확
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산림황폐화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상당히 신뢰성이 낮다. REDD 체제들이 상정 되어진 것에 의
해 기능하려면, 보다 확고한 정의, 체계 및 방법들이 산림
탄소 축적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들의 능력을 강화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협동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2장에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기술들은 REDD에 의해
제공 되어진 새로운 인센티브와 함께 결합되어 REDD 체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충분히 훌륭한”전망을 보여준다.
지상관측으로 지원되어진 원격탐사 데이터는 효과적이고 비
용효율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핵심이다. 따라서 고해상도의
능동센서나 비광학 센서의 이용은 사용할 데이터의 질과 정
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데이터
및 그와 같은 데이터를 적절히 검색하고 처리하며 분석할
능력을 가진 개발도상국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필요한 첫 단
계들 가운데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토지피복변화와
탄소저장량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국가적 능력을 평가
하고 아울러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착수하
는 것이다. 향후 연구는 열대지역의 산림탄소 풀을 정량화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산림 황폐화와 열대 이탄지대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불확실성과 편차가 높다는 것에 특
별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절한 REDD 기준선의 결정은 많은 불확실성과의 어려운 문
제와 고심할 필요가 있다. 2.1장에 나타나 있듯이 특정 국
가들의 과거 산림전용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편차가 크며,
이론이 분분한 경우도 종종 있다. 더구나 과거 산림전용비
율로부터 기준선을 어림잡아 도출해 내는 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조심스럽게 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제2장 2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산림변천”에 대한 문
헌에 따르면 한 국가의 산림전용비율은 시간에 따른 선형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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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다양한 국가들과 국가내 다양한 지역들은 산림
변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단계에 놓여 있다. 국제적 차원
과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협상은 그렇게 다양한 출발점을
가진 여러 관할지역에 REDD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무엇
이“공정”한지, 그리고 동시에 산림손실을 진정으로 줄이
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
다. 한편으로 동시에 각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 고유의 국가
베이스라인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인센티브에 양립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다. 각 국가는 보다
큰 REDD 자금이전을 인정받기 위해서 산림전용 기준선을 가
능한 한 높게 설정하여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서는 내부적으로 합의된 베이스라인 REDD 방법론이 필요하다.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국가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산림전
용을 가속화하는 요인과 첫 계기에 뒤이어 산림피복의 안
정화를 지지하는 다른 요인들이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제3장에 제시된 것처럼, 산림전용의 많은 요인
들이 국가적 REDD 프로그램들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울 것
이다. 인구증가, 환율 변동, 국제 상품가격과 같은 요인들
은 산림에 관한 정책대상으로서 낮은“목표지향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REDD 베이스라인에 사용되어지는 방법들은
향후의 발전에 대한 가정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본래적인
불확실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산림전
용비율과 산림황폐화를 억제하는 정부의 능력).
REDD 제도들이 국가적 규모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베이스
라인 결정방법들에 대한 향후의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a) 역사적인 산림피복 변화의 분석과
모형화; (b) 그러한 모형들이 하나의 정해진 REDD 계획안
내의 자연과학적, 사회경제적 매개변수들에 대한 향후 전망
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분석; (c) 국가적 베이스라
인을 위한 평가의 지리적 규모(예를 들면 국가전체 대 국내
지역별)의 중요성 분석.

5.2 정책선택지
REDD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온 정책선택지들 중에는
파괴적 산림이용을 산림보호에 유리한 행동으로 변화를 촉
진하기 위해 개인 산림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이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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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 환경서비스 지불(PES) 제도들은 탄소저장만을
위해서든 여타 산림기반 생태계 서비스와 혼합된 형태이든
간에, 산림전용 결정을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제4장에서 논의 했던 것처럼 PES 계획들은 적어도
한 사람의 실행력 있는“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포함하여, 오직 특정한 조건들 하에서만 실행 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토지 및 자원이용에 대한 명확한 권리가 결여
된 상황에서 PES 계획이나 기타 경제적 인센티브 체계들을
추진하는 것은 갈등 상황과 권력이 약한 요구자들의 소외로
이어지는 등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대면적의 산림은 사실상 “누구도 이용가능” 체제 하에 있
어 소유권을 놓고 경합이 벌어지는 만큼, 이전지출의 시행
뿐 아니라 산림보호의 실패에 대한 책임에 앞서 명확한 재
산권 그리고/또는 이용권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PES체계를 위한
필요조건을 요구하고, 기후변동 억제와 같은 전 지구적인
관심사를 국가와 지역의 이해관계로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향후의 연구는 이 계획들이 복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요구받고 있다(탄
소 저장과 유역 보호 등). REDD 실증활동 노력은 그러한 연
구를 위한 “실험실”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감시와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이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산림 보유권을 명확화하고 안
전하게 하는 우수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효율적이지 않는 합법적인 관리인이 없는 지역의 산림
전용을 제어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제4장 2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지금까지는 별로 성공적인 경우가 없었고 스스로 위
험부담을 떠안는 규제적 접근에 의지해야만 할 것이다. 배
제정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관례적인 산림이용을
보호하고 법 집행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이 가진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정책을
종종 무력하고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향후의 연구는 더
나은 법 집행을 위한 정부의 공약과 지역의 후원을 얻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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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 제시되었듯, 직접 이전지출에 대한 보완책으로 산
림의 전용과 황폐화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상행정식” 정책의 변화가 상당수 있다. 사실 산림손실
을 감축시키기 위한 첫 걸음은 명백하게 부적절한 산림전용
을 돕는 현 정책과 제도의 철폐이다. 그러한 활동으로는 농
업확장 등 산림전용의 압력을 높이는 활동을 위한 타 부문
으로부터의 보조금 제거, 정착 계획, 그리고 산림지역내의
농원이나 도로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러한 정책들의 이행은
제 분야에 걸친 기관 간의 조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방법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국가 간의 비교 연구
는 어떠한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Tacconi 2007).

임업분야 내부에서는 파괴적인 벌목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과도한 목재가공의 용량을 초과하여 건설을 행하는 사업체
들에 대한 지원의 철회가 산림의 황폐화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으로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들은 현재의
정책 및 계획에 존재하는 기득권적 이익을 극복하고자 하는
상당한 정치적 의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개혁의 정치적인 실행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는 REDD 시범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새로운 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타 인센티브들이 산림자원에 대한 상업적 접근의 정치경제학
을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조명할 수 있다.

5.3 제도와 통치의 필요성
취약한 제도와 통치환경은 상당한 면적의 잔존하는 산림지
역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열대 국가 및 지역들의 특성을 나
타낸다. 그 결과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다루려는 어떠한 시
도는 - REDD 노력의 일환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 제도수
립과 개혁, 통치과정의 강화, 산림경영의 새로운 모델들을
실행할 능력배양 등의 장기적인 노력을 구체화해야만 한다.
REDD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은 효율성, 효과성, 공정성,
그리고 위험성의 배분 사이의 절충(트레이드오프)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배출감축에 가장 큰 잠재성을 가진 지역
(가령 인도네시아의 이탄 지대와 같은)이나 빈곤이 가장 심
각한 지역을 자원배분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지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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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출을 획득하거나 기금이 부정부패로 사라져버릴 위험
이 있는 지역에서도 REDD를 진행시켜야 하는가? 그러한 선
택들은 과학적 연구와 경제적 분석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있으나 결정지어질 수는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다.
산림자원을 기후변화 완화에 어떻게 가장 잘 결부시킬 것인
가를 고려하여 REDD를 여론 형성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당국과 기타
주요 이해관계 집단들 측의 새로운 통치적 규범과 기술 및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REDD 노력의 이행은 의사결정 절차의 개선과 아울러 산림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의 명확화를 필요로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제안된 이전지출 계획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영향을 주는 능력과 합법성 모두에 있어서 임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들이 산림관리인들의 수중에서 명료해지고
보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것은 산림
자산을 보호하는 지역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강화시키고,
산림화재의 억제, 외부인에 대한 규제강화, 임산물의 착취
억제와 같은 지역주민에 의한 경영활동을 위한 지역조직들
과의 연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 공동체들
과 소규모 생산자들이 보다 규모가 큰 행위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새로운 REDD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신중하게 배열하는
일 역시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인센티브와 제도가 결여된
상황에서의 산림보유권 보장은 의도하지 않게 산림감소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들의 부재 속에서 REDD 활동의 실시는 취
약한 지역공동체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다 큰 권력을 가진 행위자들이 산
림자원들로부터 새로 형성된 탄소저장 수익을 착복하거나
억압적인 법집행 노력이 소규모 산림이용자들을 향한다면

4

예를 들면 수마트라 남부에서는 대규모 아카시아 조림회사가 수익
성이 높은 외부위탁육림방식에 의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새로운 지
주들이 나타났다(Awang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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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과 황폐화가 위법 산림착취와 상업적 규모의 전용
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에 있어서, REDD의 성공 여부는 여러
개혁에 따라 결정지어질 것이다. 제4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여기에는 합법성의 기준을 명확화 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제의 개혁, 산림범죄를 다루기 위한 사법체계의
강화, 산림부문에 있어서 부패에 대한 관용을 저감시키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의지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불법적으
로 생산된 목재품들에 대한 수요를 포함하여,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산림전용의 잠재적 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에 있어서 산림법 시
행강화와 통치 및 무역 단체들 (the European Union's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에 의해 실
시 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내적 국제적인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연구는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 정책과 접근법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무는 돈으로 자라는가?

산림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외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향후의 연구는 공정성 문제들과 경영 리스크에 중점
을 두면서, REDD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최소한 필요한 통
치조건들을 조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REDD 하에 구상된 이전지출 체계를 실행하는 방안을 각 정
부가 선택하는 경우 그러한 지출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
으로 배분, 관리할 능력과 합법성을 갖춘 새로운 기관들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과제는 그 같은
지출 체계가 산림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하는 입장
에 있는 지역의 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계획되도록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REDD 시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연구는 어떠한 지출체계 모델들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는지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산림전용에
대한 연구가 국가 및 지방기관들의 능력배양이 성공적인
REDD 이행을 위해 핵심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다. 그러한 능력의 요구 중 일부는 기술적인 것들이다 - 예
를 들어 관련 기관들의 직원들은 새로운 탄소 모니터링 방
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요구할 것이고, 지역공동체들은
화재 예방 방법의 훈련을 필요로 할 것이며, 그리고 세관,
재무, 사법 기관의 직원들은 산림범죄에 대처하는 새로운
능력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대의 과제는 영향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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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집단의 일부는 물론 정부기관의 일부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적 능력의 개발이 될 것이다.
국제적인 자금원조를 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이전하는
행정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REDD 계획안들은 효과적
이지 못할 것 - 다시 말하면 나무들은 돈으로 자라지 못할
것 - 이다. 국제적인 REDD 자금제공은 중요하지만, 명백한
인센티브와 산림전용 국가들의 정부에 의한 개혁실시에의
강한 공약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단 환경장관들뿐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담당하는 장관들과
정부의 하위기관, 지역공동체 및 민간부문 관계자들 모두가
REDD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리한 점을 알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장래의 REDD 지불이 이를 수용하는 국가들의 선거구들간에 산
림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에 대
한 대안으로 의미있는 합의형성 과정은 변화에 대한 국내의
폭넓은 연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REDD를 넘
어서는”목적을 포함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절실히 필요한 일이기도 한 기후변화의 완화를 부각시키며,
풍부한 산림을 기반으로 한 개발 시나리오에서 탄소축적을
보호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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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는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 5분의 1이 토지이용 변
화로 인한 배출로 설명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와 연관된 지구온난화
가스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존하는 산
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기후변화 완화 방책의 하나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은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협의되고 있
는 전 지구적 기후보호체제의 한 요소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대두
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주요한 요인들과, 그 결과로서 발생
하는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 선택을 요약한다. 그리고 현재
의 산림전용비율과 산림 기반 탄소배출 관측 및 기준선 수립과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고찰한다.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직접적, 잠재적 원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REDD 정책 선택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반면 관련
된 난제를 강조한다. 정책들은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적, 규
제적, 통치적 개혁을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은 시사
한다. 본 연구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REDD 선택지들에 대한 그 분석의 시
사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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