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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IPCC, 2007). 그리고 산림의 중요성

은 최근 발간된 IPCC AR6 보고서를 비롯하여 기존의 1.
5℃ 목표 등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IPCC, 
2021).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 완화

를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을 중심으로 다양

하게 논의되어 왔다(UNFCCC, 2020a). 이러한 논의의 시

발점은 COP 11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인 RE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제안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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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mitigate climate change through forests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ways 
that focus 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ccordingly,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in developing countries (REDD+) was established to provide incentives for GHG sequestration in forest sector. 
With a growing interest toward REDD+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focused on REDD+ projects which implemented within 
Vietnam and Korea Forest Service‘s project implemented countries. The tropical forests in these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project strategy systems. First, when analyzing the REDD+ project by nations (Vietnam surrounding countries Indonesia, Cambodia, 
Myanmar,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Vietnam had business feasibility comparable to those of the existing Korea Forest 
Service project implemented countries in national scale. It was analyzed that it has goo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ditions for 
benchmarking based on existing projects. Second, project analysis at a regional scale in Vietnam showed similar results overall.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erms of drivers of forest degradation and safeguards, which are greatly influenced by environment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can consider Vietnam as a focal REDD+ project partner 
and can establish projects based on benchmarking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Therefore, the Korea Forest Service will revitalize 
cooperative Korea-Vietnam forest projects and contribute to registering Verified Carbon Standard (VCS) and obtaining carbon offset 
credits through projects in Vietnam and achieving overseas reductions in South Korea.

Key words: REDD+, UNFCCC, Forest Carbon, Climate Change, Forest Governance

†Corresponding author : leewk@korea.ac.kr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Tel. +82-2-3290-3470)

ORCID 홍민아 0000-0001-9177-309X
송철호 0000-0002-8491-9545
유소미 0000-0003-3460-6433

김휘진 0000-0002-7093-7312
고영진 0000-0002-9345-3214
이우균 0000-0002-2188-359X

Received: December 14, 2021 / Revised: January 19, 2022 1st, February 18, 2022 2nd / Accepted: March 2, 2022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5531/KSCCR.2022.13.2.167&domain=https://ekscc.r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홍민아 ･ 송철호 ･ 유소미 ･ 김휘진 ･ 고영진 ･ 이우균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2, Vol. 13, No. 2

168

스를 감축하여야할 의무가 적었고, 산림에서의 감축이 중

요시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

소 및 흡수가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개도국 산림을 경영

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조림에 

기반한 온실가스 흡수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

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가 수립되었다(Korea Forest Service, 2021a).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문제는 대부분 개도국이 갖고 

있는 문제로, 개도국 대부분은 열대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열대림 파괴는 주로 무분별한 벌목에 기인한다(Seok 
and Yoon, 2010). 벌채된 목재는 지역 주민의 생계와 기타 

상업 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벌채한 지역에 집중적인 농업

을 시행함에 따라 과다한 농약 사용, 수질 오염, 토양 황폐화 

등의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Bae and 
Bae, 2013). 이에 REDD+ 이행을 통한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열대림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UNEP-WCMC, 2007).
우리나라는 또한 파리협정 이후 국제 정세에 발 맞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를 

UNFCCC에 제출하였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초 제출한 우리나라 NDC에서는 2030년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로 제시되었으나, 산림에서의 감

축량은 반영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UNFCCC, 2016). 이후 상향된 NDC를 제출함에 따라서 산림

부문의 감축량 반영이 결정되었으며, 흡수원 활용을 통한 

26.7 백만톤CO2eq(산림·입업 25.5 백만톤CO2eq)과 국외감

축분 33.5 백만톤CO2eq을 포함한 감축안이 반영되어 있다

(UNFCCC, 2020b). 또한, 최근에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을 통하여 상향된 목표가 논의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감축수단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KDI, 
2021). 이렇듯 산림부분에서의 감축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

으며, 특히 해외에서의 산림사업을 통한 감축량 확보 등은 지

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개도국의 REDD+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선진국의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 지원 대상을 포함시킨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양자협력의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준국가 단위의 접근을 권장하며, 국가

단위의 산림정책과 정보시스템 구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Bae and Seol, 2012). 이에,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내 흡수량 

증진뿐만아니라 국외 산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국외감축안

을 모색하고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림청은 REDD+ 
이행과 VCS (Verified Carbon Standard) 배출권 확보를 위하

여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중심

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VCS 
등록을 통하여 해외탄소배출권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Song et al., 2014).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지위로 격상됨에 따라 개도국의 산림파괴 억제와 온실가스 

감축활동 기여에 대한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COP26에서 최대 규모의 열대

림 보전 및 복원 재원프로그램인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Global Forest Finance Pledge)’에 동참하여 열대림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최근 

REDD+ 사업이 지속가능개발 매커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체계 내에서 방법론적인 인정, 시
장 체계로의 편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해외 REDD+ 사업 

확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0).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 베트남은 기존 산림청 사업

을 기반으로 벤치마킹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Korea Forest Service, 2020), 흡수 잠재력과 자원 효율성, 
자금 접근성이 높으나 국제적으로 자원의 감소가 높은 국가

로 선정된 바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 따라서, 
REDD+ 사업의 중요성이 큰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베트남은 국가적으로 REDD+에 대한 관심도가 높

은 실정이나, 실제 사업의 추진과 크레딧 전환 등의 진입요

인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다(Hei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산림협력이 활발하며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중점대상국인 베

트남에서의 REDD+ 현황과 시행 전략 방법론을 통하여 지

역 특성에 따른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을 검토

하여 REDD+ 사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속하며, 동경 107° 50', 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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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및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33,121,000 ha
이며, 산림면적은 14,643,090 ha로 국토의 약 44%를 차지

하고 있다(FAO, 2021).
베트남은 1955년부터 시작된 20년간의 전쟁으로 극심

한 산림의 황폐화가 일어났으며, 이후 정부는 산림을 국

유화하여 산림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다(KERI, 2015). 더불

어, 베트남 정부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백만 ha의 

산림을 정책적으로 추가 조성하였다(Tanaka et al., 2013). 
하지만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라 천연림 및 자연림

에 대한 파괴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 조성의 효

과가 미비한 상황이다(World Bank, 2012).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REDD+ 사업 도입을 확대하고 있

다(GTC,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REDD+ 사업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REDD+ 이행국

이면서 산림청이 사업을 시행한 국가인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분석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에 등록되어 최근 베트남에 도입된 REDD+ 세

부 사업지를 추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베트남 대상지

는 프로젝트 번호에 따라 501, 502, 503, 504, 505, 506, 
509, 684로 구분되어 있다. 501은 무역의 요충지인 Dien 
Bien 지역, 502 프로젝트는 국립공원이 위치한 Dong Nai 

지역, 503 프로젝트는 메콩강과 황하강 주변인 Long An 
province, Nam Dinh, Thanh Hoa pro, Nghe An 지역, 504
번 프로젝트는 맹그로브림 자생지이면서 새우 양식업이 

활성화된 Ca Mau, Ben Tre, Tra Vinh 지역, 505는 메콩강 

대규모 프로젝트로 생물다양성 구역이 존재하는 Quang 
Nam, Thua Thien-Hue 지역, 684번은 506번과 연계된 추

가 프로젝트로 모두 Kon Tum 지역, 509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종인 베트남 원숭이 회색정강이 두크랑구르 보호지

로 Lam Dong, Ca Mau 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이행지역

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Fig. 1).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의 REDD+ 전략을 평가하기 위하

여 등록된 REDD+ 자료를 활용하였다. 베트남의 REDD+ 
사업성을 국가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산림청이 시행한 REDD+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 분

석이 이루어졌다. 이때, 인도네시아 사업의 경우 2013년부

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지만, 캄보디아(2015 ~ 2022), 미

얀마(2016 ~ 2022), 라오스(2018 ~ 2022)와 같이 REDD+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까지 시행된 자

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21a). 또한, 베트남 내의 REDD+ 사업의 시사점을 파악

하기 위해 베트남 내에서 수행된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Fig. 1. REDD+ project area



홍민아 ･ 송철호 ･ 유소미 ･ 김휘진 ･ 고영진 ･ 이우균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2, Vol. 13, No. 2

170

이에, 지역 수준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별하였으며, Bae 
(2012)와 노르웨이의 보고서(Norad, 2011)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기준으로 문헌 및 시공간 자료를 활

용한 REDD+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한 후 검증하였다

(Fig. 2). 
이 중 사업성 평가를 위한 단계에서는 칸쿤 합의(CA : 

Cancun Agreements) 내 REDD+ 조항의 결정문과 정책 평

가를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의 4개 기준 및 18개의 지표가 

활용된다(Bae, 2013). 해당 사업성 전략 체계 방법론은 선

행 연구에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활용되

어 이행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Song et al., 2013; Youn 
and Bae, 2015). 이는, 4개의 기준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산

림 황폐화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REDD+ 측정 및 

보고, 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구

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REDD+ 성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파악하여 거버넌스, 다양

성 보장, 형평성, 공동의 편익을 고려한 안전장치의 보장

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Kim et al., 2015). 즉, 
기준 1과 2는 REDD+가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토대

에 대한 판단이며, 기준 3은 REDD+의 근본적인 목적의 

실행 여부 파악, 기준 4는 REDD+의 보완적인 목적에 대

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Bae,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DD+ 사업성 전략 체계에 

따른 4가지 기준으로 정략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동남

아시아 및 베트남 현장 상황과 비교 검증하게 된다. 이
를 통해 REDD+의 실행 및 이행 가능성 분석이 가능하

며, 현재 REDD+ 현황 파악과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2.3.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재료로 11건의 REDD+ 자료를 

우선 활용하였으며, 관련된 문서는 CIFOR 포탈에서 확

보하였다(CIFOR, 2021). 또한, 우리나라가 관여한 

REDD+ 사업과 베트남을 대상지로 한 사업 선별을 위

해서는 REDD+ DB (Data Base) 내의 수행 내역과 산림

청에서 발간한 사업 내역을 교차검증하여 사용하였다

(UNFCCC, 2021; Korea Forest Service. 2021a). 그 외

에 설정된 네 가지 평가방법론(Youn and Bae, 2015)과 

이를 위한 자료는 전세계 통계 및 보고서 등을 활용하

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이때, 
각 국가별 통계 및 보고서는 추정 방법과 단위가 상이

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

로 공인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동일한 단위 값으로 비교

를 진행하였다. 분석기간은 평가지표별로 보고연도가 

상이한 점에 따라 REDD+ 사업 진행연도 및 최근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Table 1, 2
와 같다.

Fig. 2. Process for evaluation on forest cooperation feasibility through REDD+ strategic system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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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한국의 REDD+ 사업 시행 국가 및 베트남 현황 

비교 분석

REDD+ 사업 시행 국가 간의 비교 분석 결과, 베트남

은 타 시행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내 REDD+ 사업은 

기존의 한국에서 시행된 REDD+ 이행 사업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산림 전용의 원인인 지표 1, MRV 
시스템 내 보고 및 검증의 지표 6과 지표 7, 성과에 기반

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내 정책과 누출 최소화 방안

인 지표 8과 지표 10, 안정장치 보장 내 산림거버넌스 측

면의 지표 16과 17번이 2-3개 국가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기준별로 지표기반의 정

규화 평가를 시행한 결과 기준 1에서는 미얀마와 라오스

에 다소 뒤지지만, 기준 2, 3, 4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결

과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보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활

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인근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좋은 환경·생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3). 
4가지 기준별로 국가 간 비교 분석 및 검증 내용을 논

해 보면, 기준1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원인을 정량

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와 같이 면적대비 농지화 비율이 39.2%로 유사하였으며, 
도시화 또한 라오스를 뒤이어 연간 2.98%로 진행되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타 사업 국가에 비하여 산림 피복률

에 있어서는 양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산불 증가율도 

가장 높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

를 선행문헌들을 통하여 검증하였을 때, 베트남은 2004
년 환경보호법과 2014년에 개정된 산림자원의 보호와 관

리에 대한 강력한 벌금부과로 인하여 타국가에 비하여 

인위적인 산불과 무분벌한 벌채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산림황폐화 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Luong, 
2014). 

기준2 MRV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의 베트남은 산림개

발 기획연구소(FIPI)가 중심이 되어 1991년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 산림 인벤토리를 실시해 왔다

(Korea Forest Service. 2020). 이에, 국가산림모니터링 체

계 수립을 위한 계획 하에 등급화된 국가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NFMS)의 산림정의와 면적변화 및 REL/RLfml 
Gases, ADs, EFs, C pools, Scale, Fire의 자료를 활용하였

을 때, 등급화에 따른 평균값은 베트남은 3.34(REDD+ 국
가 평균: 3.12)로 산림청이 시행한 동남아 국가인 인도네

시아 3.33, 캄보디아 2.99, 미얀마 2.75, 라오스 2.89 대비 

모니터링 측정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
지만, 보고능력과 자체 검증시스템은 다소 부족한 실정

이다. 
기준3 성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시행한 사업과 베트남 대부분의 사

업들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보호 활동과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CIFOR, 2021). 특히, 인도네시아 사업은 

황폐지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감시단을 구성하

여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라오스는 경계표주를 설치

하여 보호지역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참여형 산림

관리를 독려하여 산림 및 유역 복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한림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1a). 검증과 활동의 관

점에서는 베트남이 타국가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등급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은 미얀마가 8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6건, 베트남이 5건, 
미얀마가 3건 개설되어 있다. 

우리나라 및 베트남에서 수행된 사업의 대부분은 기

준4 안정장치의 일환으로 경영계획 수립과 빈곤경감을 

위한 소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구 능력 배양을 지원하고 있

으며, 캄보디아는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양봉

사업과 공동체림 조성을 구축하였다. 미얀마는 지역 특

산물을 활용한 대나무공예품 생산을 지원하고, 라오스

는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소득지원과 임업 기술 능력 배

양과 천연 갱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CIFOR, 2021). 
베트남 사업의 경우,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지원

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생태관광 구축과 탄소

모니터링을 통한 고용 창출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

만, 베트남의 경우 형평성(성불평등지수 및 여성노동력 

비중), 편익(자금 지원 및 GDP), 거버넌스(산림 거버넌

스 및 관련 정책, 안정보장조치), 천연림보장(천연림의 

수관손실비중) 측면에서는 타국가 대비 높은 수치를 기

록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관리 측면의 지

표 비중이 전체 면적 대비 7.57%(평균 13.85%)로 낮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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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베트남 내 REDD+ 사업 분석

베트남 내 지역별 REDD+ 사업 시행 비교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황폐화의 원인

을 나타내는 지표 2와 안정장치 측면에서의 형평성 보

장 정도인 지표 11, 양성평등의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 

12, 천연림 보전 현황인 지표 14,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16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기준별로 지표기반의 정규화 

평가를 시행한 결과 기준 1에서는 504 프로젝트 지역이 

가장 낮은 값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준 2에서는 501, 기

준 3에서는 503, 기준 4에서는 502 프로젝트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지표가 지역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다른 지표에 비하여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베트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위 국가로 분류되

고 있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An et al., 2011; KOICA, 2017). 하

지만, 산림 황폐화가 과거에 비하여 감소되고 있는 추세

이나 지역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

역에 따라서 다년생 작물 및 양식업을 위하여 임업에서 

농업으로의 전환과 도시화 확대로 인한 산림 전용이 이

루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불법벌목과 화전을 위한 

산불 증가로 산림황폐화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World Bank, 2019a). 따라서, 지역별 현황과 

사업이행의 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 차후의 사

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기준1의 베트남 지역별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

인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전반적인 사업 시행 연

도를 시작한 시점부터 최근 연도인 2018년도의 농지 증

가율을 분석한 결과, 502, 504, 507 프로젝트의 경우 주

로 산림 복원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로 농지의 면적이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정략적인 결과를 선행 

문헌들을 통해 검증하였을 때, 501 프로젝트는 참여형 

산림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지의 면적이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501 프로젝트

의 Dien Bien 지역은 주로 화전 농업이 산림파괴의 원인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토양비옥도 감소와 인구 증

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JICA, 2014). 전반적인 인구밀도 

측면의 경우, 증가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수관밀도손실

은 평균적으로 임분 내에서 약 18% 정도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05 프로젝트가 22.5%로 가장 

높은 손실을 보였다. 이는 국경 근처의 지리적 특성으로 

불법 벌목의 목재 거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Ingalls et al., 2018). 하지만, REDD+ 사업 이후 불법 벌

채된 목재의 무역이 기존 대비 40%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다(WWF, 2021).
기준2 MRV 시스템 구축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

분의 사업들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505 프로젝트의 경우는 모니터

링을 위한 위성영상 종류 및 토지피복지도, 연도 등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WWF, 2017), 
506 프로젝트 또한 사업 주요 내용에서부터 MRV와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506과 509 프로젝트의 경

우, 탄소 축적 및 배출량 추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REDD+ 
사업의 MRV 체계는 대부분 평균이상으로 사업 이행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검증능력은 평균정도

이며 보고능력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Kim 
et al., 2021). 특히, 국가전략 이행 현황 부족과 안전장

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Korea Forest Service, 
2021a). 

기준3 사업별 성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동향을 살펴보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원인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조치 선정을 사업별로 분석

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사업별 산림전용과 황폐화의 원

인을 제시하였으며 대응방안으로 사업 목적과 내용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일부 사업에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시행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수립에 대한 내용과 시행을 위한 정량적인 수치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였다. 또한, 누출 최소화 방안을 위하여 

인벤토리 및 사업활동 계획은 대부분은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활동 목적이나 정량적인 단계별 목표 

수치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에, 502와 504 프

로젝트가 VC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504 프
로젝트는 경작에 의한 황폐화에 적합한 VCS VM0009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Mcewin and Mcnally, 
2014). 나아가, 502, 504, 506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본

수익(ROI : Return on investment)에 대한 성과를 계획

하였다(T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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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Indicators
Project ID

Element
501 502 503 504 505 506 509 684

Identify 
Drivers

of 
Deforestation/

Forest 
Degradation

1. Identify the direct and 
underlying drivers of 
deforestation

0.01 -0.01 0 -0.02 0 0 -0.02 0
Rate of increased agricultural land

(%, 2010 ~ 2018)

0.02 0.02 0.01 0 0.33 0.02 0.00 0.02
Rate of increased population 

density
(%, 2011 ~ 2019)

16 14 14.67 21 22.5 23 12 23
Tree cover loss

(%, 2001 ~ 2020)

2. Identify the direct and 
underlying drivers of 
forest degradation

-1.18 -1 -0.25 0 -1.16 -1.1 -0.85 -1.1
Fire alerts

(-2 : Low - +2 : High, 2020)

2.4 1.8 1.98 0.98 6.15 6.3 2.55 6.3
Detection rate of illegal logging 

(%, 2019)

Development
of MRV 
System

3. Develop a specific plan for 
estimation of deforestation 
rate and carbon stock 
change rate

240,000 271,700 2,000  15,680 200,000  55,000 N/A 1,238
REDD+ implementation area

(ha, 2021)

4. Develop a specific plan for 
establishment of national 
forest monitoring system

2 2 2 2 1 2 2 2
Monitoring plan

(1 : Specific quantitative plan;
2 : Basic plan; 3 ; No plan, 2021)

5. Develop a specific plan for 
establishment of Reference 
Emission Level for national 
forest carbon emissions

40,641 ND 1,976,679 ND 450,000 N/A N/A 2,018
Amount of annual sequestration

(tCO2eq/yr, 2021)

44 20 63 11 105 117 33 117
Amount Emission due to tree 

crown loss
(Mt CO2eq, 2001 ~ 2020)

6. Develop a specific plan for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for monitoring 
and/or reporting

2 2 2 2 2 2 2 2
Report plan

(1 : Specific quantitative plan;
2 : Basic plan; 3 ; No plan, 2021)

7. Develop a specific plan for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ternal/external) 
verification systems

2 2 2 2 2 2 2 2
Verification plan

(1 : Specific quantitative plan;
2 : Basic plan; 3 ; No plan, 2021)

Results-based
Emission

8. Develop a specific plan to 
adopt appropriate policies 
and/or measures to prevent 
driver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2 2 2 2 2 2 2 2

Policy establishment plan to 
prevent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1 : Specific quantitative plan;
2 : Basic plan; 3 ; No plan, 2021)

9. Develop a specific plan for 
developing measures for 
non-permanence issues in 
forest carbon

2,100,000 183,169 29,000,000 1,238,000 11,000,000 914,500 2,888,640 N/A
Amount of financing

(Financing 
/ Number of projects, 2021)

10. Develop a specific plan 
for developing measures 
to reduce carbon leakage

2 2 2 2 2 2 2 2
Forestry inventory plan

(1 : Specific quantitative plan;
2 : Basic plan; 3 ; No plan, 2021)

2 2 2 2 2 2 2 2

Activity plan to reduce carbon 
leakage

(1 : Specific quantitative plan;
2 : Basic plan; 3 ; No plan, 2021)

Table 4. REDD+ region strategy evaluation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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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4 안전장치 보장을 위한 형평성 보장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지식 및 권리존중의 척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지역 내 재정자립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활용하였다. 이

때, 평균적으로 약 35조USD로 나타났으며, 501 사업의 

Dien Bien 지역은 약 6조USD로 가장 낮은 생산량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베트남 북서부 지역이 가난한 하위지역에 속

하며, 특히, Dien Bien Province은 베트남의 모든 지방 중에

서 Lai Chau Province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경제력이 낮은 지

역이다(FFPRI et al., 2014). 502 프로젝트의 Dong Nai 지역

Criteria Indicators
Project ID

Element
501 502 503 504 505 506 509 684

Safeguards

11. Develop a specific plan 
to ensure REDD+ does 
not give negative effect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6,840 130,419 52,849 20,451 29,877 8,711 23,116 8,711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Billion USD, 2019)

12. Develop a specific plan 
to ensure REDD+ does 
not give negative effect 
on gender issues

0.94 2.98 2.81 3.67 2.71 1.78 2.73 1.78
Unemployment rate

(Female, %, 2010 ~ 2020)

1.74 0.82 2.96 4.05 2.87 2.63 3.35 2.63
Underemployment rate

(Female, %, 2010 ~ 2020)

13. Develop a specific plan 
to ensure REDD+ does 
not give negative effect 
on poverty issue

18.2 28.1 21.3 13.3 21.5 14.3 13.8 14.3
Rate of the educated laborer

(%, 2019)

0.42 0.39 0.40 0.40 0.39 0.42 0.41 0.42
Gini coefficient

(0: Equality – 1: Inequality, 
2010 ~ 2018)

14. Develop a specific plan 
to ensure REDD+ does 
not give negative effect 
on Natural forest 
conservation (Prevent 
conversion of primary 
forests to plantations

98.57 89.49 63.91 58.34 58.64 91.52 72.60 91.52
Forest loss in natural forest

(%, 2013 ~ 2020)

15. Develop a specific plan 
to ensure REDD+ does 
not give negative effect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1 1 2 1 1 2 1 1

Biodiversity conservation plan
(1 : Specific quantitative plan;
2 : Basic plan; 3 ; No plan, 

2021)

16. Develop a specific plan 
to ensure stakeholder 
engagement

4 4 7 5 3 3 2 3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Number of project partners, 
2021)

17. Develop a specific plan 
to clarify land and forest 
tenure rights

2 2 2 2 2 2 2 2

Policy support plan of Land 
tenure

(1 : Specific quantitative plan;
2 : Basic plan; 3 ; No plan, 

2021)

18. Develop a specific plan 
for develop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64.11 66 67 66 68 64 65 64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0: Low – 100: Hig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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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30조USD로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며, 주로 쌀과 캐

슈넛, 국립공원 관광에 의존하고 있다. 공동편익의 관점에서

는 여성권리 보장을 통한 양성 평등의 실태를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여성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5% 이하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두 자료 모두 

504 프로젝트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다. 여성 실업

률에서는 501 프로젝트가 평균 0.9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

타냈으며, 여성 불완전고용률은 502 프로젝트가 평균 0.82
로 타 프로젝트 대비 낮은 불완전고용이 적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지역대비 502 프로젝트가 포함된 남동지방은 

점차 여성의 불완전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
곤경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선정에서 

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비율로 분석하였을 때, 지역별로 약 

18%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504 프로젝트의 새우양식업이 

활발한 Ca Mau 삼각주는 13.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지역내 계층간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GINI 계수를 활용하였을 때, 평균 0.41로 조사되었으며 502
와 505 프로젝트 지역이 0.39로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천연림 보전 측면은 수관손실 중 자연림의 비중 현

황을 통하여 보장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78%의 천연림에 대해서 수관손실

이 발생했다. 특히, 501 프로젝트와 같이 가난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손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PDD (Project Design 
Document) 내 계획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사업

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명시

해두었으며, 503과 506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각각 멸종위

기종과 희귀종 보호를 위한 구체화된 계획이 제시되어있다.
산림거버넌스 기준 하에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은 지

원단체의 수로 산정하였을 때, 한 프로젝트당 4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4개의 주에

서 시행되는 503 프로젝트는 7개 단체가 참여하여 가장 많

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Tran, 2021). 토지 소유권 해결

을 위한 문제 제시 및 법률적 프레임 워크에 대한 계획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화된 방향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조치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체 자료인 지역경쟁력지

수를 활용하여 부패방지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별 평균 값은 65로 지역측면에서 경쟁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605 프로젝트 지역은 목재, 과수재배, 
벼농사, 가축 사육 등 다방면으로 활성화되어 있기에 타 지

역에 비하여 경쟁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지역의 REDD+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별로 사업성 전략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지의 상황이 반영된 여러 

문헌을 통해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산림

청에서 시행한 국가들에서의 REDD+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와 유사한 국가들에 대한 REDD+ 사업 수립에 기

여할 수 있다.
베트남을 비롯한 비교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쟁에 의

한 황폐화가 극심화되었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4개의 

국가는 공산화와 독재정치로 인하여 무분별한 벌목과 개

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었다(Suh, 2013). 인도네시아의 

경우 토지소유권분쟁으로 인한 문제, 캄보디아와 미얀마

는 농지 전용의 증가 및 땔감 활용, 숯 생산으로 인한 황

폐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얀마는 대규

모 티크 조림, 라오스는 커피 및 고무농장 전용 확대 등이 

산림 황폐화의 원인이 된다. 이렇듯 기존 REDD+ 사업이 

시행되었던 국가들은 산림 황폐화에 대한 주요 원인이 발

견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정략적인 수치로도 파악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목축업 및 농업에 따른 화전으로 인하

여 산림 전용과 황폐화가 극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등 국영임업에서 가족경영 임

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산림정책 개편으로 인해 점차 황폐

화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Hai et al., 2006). 따라서, 
이 추세에 맞춰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위한 베트남의 

활발한 REDD+ 사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REDD+ 사업 실행의 주요 요소는 MRV 시스템이며, 

이는 산림전용 및 탄소축적 변화율의 산정 수준을 분석한

다. 따라서 산림배출기준선(Forest Reference Emission 
Level)과 산림기준선(Forest Reference Level) 제출, 결과

기반지불(Result Based Payment) 수령을 위해서는 사업별

로 MRV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야 한다. 이는 곧 REDD+ 
사업 내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합리적 지역 설정이 중

요함을 의미한다(Riwako, 2014). 또한, 탄소축적량 조사를 

통하여 산림보전 활동은 물론 현지 공동체의 참여까지 도

모할 수 있다. 베트남은 기존의 한국에서 시행한 REDD+ 
사업 대상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

에, 환경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Mortenson et al., 2016). 
이는, 유사한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존의 사업을 참

고하여 보고 기구 수립 및 모니터링, 검증 체계 확립에 기

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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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EDD+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

한 인정 여부가 주요한 논쟁 대상이며, 이는 결국 REDD+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영구성 및 누출에 대한 처리 방안이 

얼마나 신뢰성있게 다루어졌는지가 평가의 주안점으로 분

석되며, 이에 따라 감축량 측정이 이루어져 VCS 방법론과 

연계되는가를 파악해야한다(Bae, 2013). 하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방안의 마련이 어려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

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사후 측정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는 실정이다(Bae, 2012; Kim et al., 2015). 따라서, 대
상지별 특성에 따른 VCS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감축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다(Han et al., 2013). 이는, 향후 SDM 체계 내에서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위한 방법론적인 인정, 시장 

체계로의 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증받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투자자본수익(ROI: Return on 
investment)의 효과를 얻어 투자국 및 지역사회 활동에 다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Korea 
Forest Service, 2014).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기존의 캄보

디아 사례와 동일한 VCS 방법론을 사용한 504 프로젝트 

및 인접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본수익을 계획한 

506 프로젝트는 신규 대상지 발굴에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EDD+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베

트남 지역 주민의 권리보장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
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가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의 환경적·생태적 상황을 반영한 천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과 거버넌스, 부채, 불완전한 토지 

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구축되

어야 한다(Bae, 2012). REDD+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넘어서 국가 산림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다(Bae and Bae, 2013). 
우리나라는 현재 COP26을 통하여 자발적 국제 연합체인 

LEAF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참여를 공표하였다. 이는, REDD+에 대한 재정적 지

원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으로 베트남은 이에 따른 공동 편익

을 추구하기에 이상적인 대상국이다(Korea Forest Service, 
2021c). 또한, 베트남은 한-메콩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베트남)과 연계되어 산림청에서 REDD+를 시행한 국가

들의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REDD+ 사업 추진에 대

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의지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므

로, 산림협력에 밀접한 국가인 베트남 내 REDD+ 사업 추진

을 다양하게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외 REDD+ 사
업을 비롯한 산림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림청 REDD+사업을 기반으

로 베트남 REDD+ 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전
략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폭넓게 

분석하였다. 베트남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산림의 전용

과 황폐화가 크게 불법벌목, 화전 농업, 도시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MRV 현황을 파악

하여 보고 측면에서의 부족함과 안전장치의 고도화가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별 원주민의 생계 지

원과 투자자본수익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

라 탄소중립을 위한 국외 감축분 확보 측면에서 베트남

에서의 REDD+ 추가 사업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

하였고, 이를 기존 문헌 등을 통해 검토하여 근거를 뒷받

침하였다.
베트남은 그동안 ODA 수원국으로 산림분야에 대해서

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맹그로브 숲 복원, 한-
메콩센터(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해외산림탄소사업 협력을 추진해왔다. 따라

서 기후변화 협력 측면에서도 ODA 중점 수원국인 베트

남을 대상으로한 REDD+ 사업 확대는 우리나라 산림협력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본 연구에

서 시행한 각 요소별 전략에 따른 정략적인 평가뿐만 아

니라 과학적인 측면의 연구가 병행되어야하며 세부 사업

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림청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한다면 한-베트남 간의 

산림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해외감축분

에 대한 달성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업을 통한 VCS등록 

및 배출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베트남

의 REDD+ 사업의 가능성과 지역별 대상지 특성에 따른 

사업 방향성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

업 추진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과학적 베이스라인 분석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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