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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REDD+ 자금지원 시작
2017.7.4, 송도 – 에콰도르가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보호를 위한 녹색기후기금
(GCF) REDD+ 재원의 첫 수혜국이 되었다.
자금은 7.9백만 달러로 GCF 인증기구 UNDP로 이전되었으며, 이는 GCF가
REDD+ 지원 기후재원을 분배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DD+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및 산림 보전・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산림탄소축적 증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관리한다.
이번 GCF 자금지출은 에콰도르가 순(純) 산림 전용을 2020년까지 0으로 만드는
사업에 승인된 84백만 불 중 일부이다.
GCF 재원은 타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형식으로 에콰도르의 REDD+ 실행계획을
지원한다. 우선 산림의 농지 전용 확대를 제한하는 동시에 산림 전용을 줄일 수
있는 농업/축산 생산 관행 정착을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REDD+ 지원활동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산림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원자재의 글로벌 시장 유통 촉진을 위한
대출 장려도 돕는다.
에콰도르 환경부 장관은 UNFCCC 가이드라인과 요건에 따라 REDD+ 준비 단계
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GCF에서 받은 자금으로 REDD+ 실행계획 정책・조치 이행 단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REDD+를 통합하는 국가 전략을 소개
했다.
UNDP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지역 사무소 부사무국장은 “GCF 자금지원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2020년까지 순 산림 전용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에콰도르
REDD+ 실행계획 이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과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CF는 REDD+ 초기 단계 이행을 지속・확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REDD+ 결과에 기반한 재원 지급을 기후재원의 중요 초석으로 통합하고,
REDD+ 모든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도 광범위하게 참여해왔다.
이 사안은 송도 GCF 본부에서 개최될 17차 이사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후안 창(Juan Chang) GCF 산림・토지사용 선임 스페셜리스트는 REDD+가 기후
재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혜택을 종합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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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REDD+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사용 관행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현저히
저감하고, 현재의 자연상태 숲을 보존하며, 이미 황폐화된 토지의 탄소 축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토착 주민과 숲에 의존하며 생태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배려한다.”고 말했다.
창 연구원은 하나의 발상에 불과했던 REDD+가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주요 계기에 대해서는, 수년의 협상 끝에 파리 협약(5조)에 REDD+가
중요 요소로 포함되었던 점을 꼽았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REDD+는 세계 배출량의 24-30%를 저감할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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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reenclimate.fund/-/gcf-begins-first-transfer-of-climate-finance-which-

also-saves-trees?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