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니 산림센터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

사진: 한인니 산림센터 롬복 뚜낙 사업지

2015년 통권 2호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목·차

Chapter I 정책 동향

1.  인도네시아 8월 개각에 따른 영향 및 대응 8

 가. 개각 배경  8

  나. 개각 범위  10  

 다. 부처별 개각에 따른 영향  12  

 라. 1차 부분 개각에 대한 반응  13

2. 인도네시아 2차 부분 개각설 부상 15   

 가. 개각설 배경  15

  나. 개각설 관련 부서  16

  다. 향후 진행 방향 17

3. 환경산림부 조직개편 18

   가. 개편 배경  18

  나. 개편 범위 18

Chapter Ⅱ 인도네시아 산림 바로알기

1.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A)  22

  가. 산림이용허가의 종류 및 정의  22

 나. 산림이용 대상지에 따른 허가가능 산림이용허가권  24

  다. 법령에 따른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주요내용  25

  라. 인도네시아 IUPHHK-HA 현황  27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Chapter Ⅲ 산림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동향

1.  한인니 산림센터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 38

 지속가능한 산림휴양·생태관광사업을 롬복 뚜낙지역에 조성 38

2. 녹색사업단 PT. KGPA Indonesia 42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42

   목재바이오매스 국제 심포지엄 46

3. 산림조합중앙회 PT. 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 49

   산림조합중앙회 조림사업 현황 49

 산림조합중앙회 조림목 시범 벌채와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 60

4. FMU/REDD+ 인도네시아 사업단  63

 산림황폐화 방지위해 동남아 4개국 협력 강화 63

2. 인도네시아 임목수종 바로알기 : 자띠 29

 가. 수목학적 특성  29

  나. 생육 환경  30

  다. 조림학적 특성  30

 라. 목재 용도  31

 마. 목재의 성질  31

3. 쉬어가는 페이지 : 인도네시아 만평 ⅰ 33



목·차

Chapter Ⅴ 한국 산림청 소식

1. 국정감사 82

  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성과  82

  나. 임산물 수출 확대 방안  86

  다. REDD+ 연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89

  라.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지 사후 관리 대책  92

2. 세계 산불총회 95

  가. 제6차 세계 산불총회 그 시작을 열다  95

  나. 산불, 그 역사와 오늘 그리고 우리  97

  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산불을 잡아라  100

  라. 더 나은 산불관리 전략과 기술을 고민하며  100

  마. 사진으로 보는 산불총회 이모저모  103

  바. 유스 프로그램  104

  사. 글로벌 네트워크  104

Chapter Ⅳ 기획시리즈  : 기업소개

1. 코린도(KORINDO) 66

  가. 코린도의 탄생과 성장과정  66

  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 분야  70

  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의 역할  72

  라. 코린도의 미래  75

2. 쉬어가는 페이지 : 인도네시아 만평 ⅱ 78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Chapter Ⅵ REDD 관련동향 

1. REDD소개 106

 가. REDD 정의  106

 나. 인도네시아 산림부분 국가간 양자 협력  106

 다. REDD 이해  108

 라. REDD 기본용어  109

 마. REDD 프로그램  111

 바. REDD 사업 유형별  113

 사. 인도네시아 REDD 시범사업 리스트  115

 아. 인도네시아 REDD 주요 참고 사항 116

부록

1.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DG(국장)급 현황(2015년 8월 기준)  120

2.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A)환경산림부 장관령  122

3. 인도네시아 주별 산지이용 구분(Province) 현황  129

4. 인도네시아 섬별 산지이용 구분 현황  138





-
인

도
네

시
아

 임
업

동
향

 -
 2

0
1

5
년

 통
권

 2
호

 -
정

책
 동

향

Chapter I

정책 동향

1. 인도네시아 8월 개각에 따른 영향 및 대응 

2. 인도네시아 2차 부분 개각설 부상 

3. 환경산림부 조직개편



2015년 8월 12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들을 새로 임명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하자 정치, 경제, 언론계에서는 각종 반응 및 기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변수를 앞둔 시점에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번 개각으로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가. 개각 배경

조코위 정부가 출범한 후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면서 통상, 천연자원 개발, 인프라 확

충, 산업고도화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산업을 개방하겠

다는 것이 조코위 정부 입장이다.

2009년 이후의 최저 경제성장률 회복,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프라 

개선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등 주요 분야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1년 가까이 되었지만 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4.67%로 최근 6년 성장률 중 최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력 감소, 

석탄 및 원자재 값 하락, 루피아 약세 등 인도네시아 경제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에 조코위 정부가 공약으로 내 걸었던 정부의 효율성 및 정세 안정화 추진과 경제 성장 회복

을 달성하기 위해 1차 부분 개각을 실시하였다. 

1. 인도네시아 8월 개각에 따른 영향 및 대응
  Reshuffle Kabinet Presiden Joko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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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국의 안정

조코위 정부는 출범 후 정세 안정화 추진을 위해 조코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Luhut Binsar 

Pandjaitan을 정치안보법률조정장관에,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핵심 정치인 Pramono Anung

을 내각장관에 임명하여 불안정한 정국 타개의 임무를 맡겼다.

 

< 신임 장관 6명 임명식 >   출처: Liputan6.com,Jakarta

2) 경제 저성장 타개

연간 경제 성장률 7%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코위 정부는 경기 침체, 국제수지 악화, 인프라 투

자 지연 등 경제 현안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조정부와 무역부, 국가개발계획청, 해양 

조정부 장관들을 교체했다. 향후 안정보다 성장 쪽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Darmin 신임 경제조정부 장관은 성장정책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중앙은행장 재임 시(2010~2013) 

기본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5.75%로 인하했고, 채권 및 외환시장에도 적극 개입했었다. 

Rizal Ramli 해양조정부 장관은 조코위 정부의 역점사업인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조선업 육성

과 항만 건설, 해양고속도로(Tol Laut)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으로 경제조정부 장관에서 국가개발계획 장관으로 옮긴 Sofyan Djalil은 지지부진했

던 인프라 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해양 선진국가 실현을 위해 조선업 육성 병행 추진도 진행 중에 있다. 총 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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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아가 투입되는 24개 항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국 물류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젝트 완료 시 동-서간 물류비가 현재 대비 최고 5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약 이행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 비중은 과거 10년간 GDP의 약 3~4%에 불과해, 중국(10%), 인도

(5.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프라 개발, 복지 혜택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중산층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지목되는 낙후된 인프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항만건설 

총 92건, 2022년까지 총 45개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에 있다. 도로 및 철도는 2019년까지 총 연장 

2,000km 도로망 신설 및 개보수, 2030년까지 자바-발리,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섬에 도시철도 3,800km 포함, 총 연장 12,100km 철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및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으며, 장기

적으로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서 개방 정책을 펼칠 것으로 판단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국제행사인 APEC에 참가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를 호소했으며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토지 매입 및 복잡한 비즈니스 절차를 개선하

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외국 투자기업 

사업 인허가 발급 시스템에 대하여 6개월 내 개선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개각 범위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경제 둔화로 개각 압박을 받아온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조정, 해양,  

무역 등 핵심 경제부처를 포함한 장관 6명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인물로 교체했다. 

1)  경제조정 장관 (Menteri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Darmin  Nasution 

(교체 전: Sofyan Dja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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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위 정부 관계도 >  출처: Tempo.co,Jakarta

2) 무역 장관 (Menteri Perdagangan): Thomas Lembong 

    (교체 전: Rahmat Gobel) 

3)  정치안보법률조정 장관 (Menteri Koordinator Bidang Politik Hukum dan Ke-

amanan): Luhut Binsar Pandjaitan (교체 전: Tedjo Edhy Purdjiatno)

 4)  해양조정 장관 (Menteri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Rizal Ramli (교체 전: 

Indroyono Soesilo)

 5)  국가개발계획 장관 (Menteri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Kepala 

Bappenas): Sofyan Djalil (교체 전: Andri  nov Chaniago)

 6) 내각 장관 (Sekretaris Kabinet): Pramono Anung (교체 전 Rahmat G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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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경제조정장관에 Darmin Nasution 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

가, 무역 장관에는 민간 기업 경영자 출신인 개방 성향의 Thomas Lembong이 각 각 임명됐다.

해양 산업 육성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세계 해양 축’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선언한 조코위  

대통령을 뒷받침할 해양조정부 장관에 Rizal Ramli 전 경제조정 장관을 선임했다.

국가개발계획 장관은 지금까지 경제조정 장관을 맡았던 Sofyan Djalil로 교체했다. 지지부진했

던 인프라 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 부처별 개각에 따른 영향

1) 환경산림부

이번 부분 개각에 환경산림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2) 경제관련 부서

새로 임명된 6개 부처 장관들 중 4명이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가 침체

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

가 이번 개각으로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향후 안정보다 성장 쪽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조코위 정부 출범 후 경기 침체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인플레를 우려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었

다. 하지만 신임 경제 장관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코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생활 복지향상(Kesejahteraan Rakyat Indonesia) 및  

연 경제 성장률 7% 달성 및 현재 당면한 경제 성장률 감소, 국내 수요 감소, 석탄 및 원자재 값 하

락, 루피아 가치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부분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인허가 간소화 및 행정 비효율 개선

장관 교체를 통해 부서 간 업무 연관성 강화 및 소통을 통해 행정 비효율로 인한 낮은 국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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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에서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도입하고 정부부처,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세수확대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수시로 법령 및 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항목 

등으로 외국 기업 피해 야기는 물론 제도 실효성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활성화 시행을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와 수속 기간 

단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투자 진행을 위해서 10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인접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된다. 수속 기간도 인도네시아는 52일이 걸리나, 

싱가포르는 2일, 말레이시아는 5일이면 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 투자 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을 관련 장관들에게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무역관련 부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통상 정책 및 수입규제 기조 조명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분야는 규제를 하지만 향후 무역관련 규제를 차

츰 완화하여 경제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1차 부분 개각에 대한 반응

한편 야당인 Golkar당의 경우 조코위 정부 부분 개각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Golkar당  

총재인 Tantowi Yahya씨는 부분 개각 후 인도네시아는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부분 개각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효력 있는 처방이 아니라고 하며 경제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

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하였다.  

 

내각 개편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냉담했다. 주가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

지도 개각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달러 당 루피아 환율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경제부처 장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곧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 경기 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제 구조 및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연계된 문제이

기 때문이다. 취약한 인프라 구조와 낮은 생산성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주력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와 물가 상승, 최대 수출 대상국 중국의 경기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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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의한 자본, 외환시장의 불안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냉각된 시장을 긍정적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집행해 투자를 늘리고  

민간 소비와 수출을 확대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정부는 인프라 확충, 부정부패 축소,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개선, 노동 경쟁력 및 에너지 효율 

강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중장기적인 고속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는 재계 및 경제에 새 활력을 줄만한 개각이라고 환영하면서, 새 경제팀

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코위 정부의 부분 개각 후 현재까지 4개월이란 시간 안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는 어려웠다.

* 참고 문헌: Kotra 경제정책 전망,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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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결과(Kedai KOPI: Kelompok Diskusi dan Kajian Opini Publik Indonesia 시행) 지난 8

월에 실시한 조코위 정부의 부분 개각 후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 중 54.7%가 불만족스럽다는 결과

가 나왔다. 이에 따라 2차 부분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 개각설 배경

1) 부패 척결

입법, 행정 및 사법부 개혁, 투명한 정보 기술, 부패척결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코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인 검찰총장(Jaksa Agung)이 남부 수마트라 주지사 Gatot Puja Nu-

groho씨와 부정 협의에 관련이 있다는 이슈가 확산되고 있어 검찰총장 HM Prasetyo씨가 이번 2차 

부분 개각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정부패로 인해 자원 배분의 왜곡과 성장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조코위 정부에서 

부정부패 척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부정혐의와 관련 있다고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개각을 피하기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 저성장

1차 개각 후에도 뚜렷한 경제 성장 개선 지표를 보여주고 못하고 있어 2차 개각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1차 개각 후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 국내, 국외 이슈

원자재 가격 불안정, 루피아 환율 하락, 국•내외로 연일 언급되고 있는 임지 산불 등 국•내외 

이슈가 2차 부분 개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 인도네시아 2차 부분 개각설 부상
  Reshuffle Kabinet Jilid Ⅱ Presiden Joko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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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각설 관련 부서

2차 개각설 관련 5개의 부처가 거론되고 있다. 

1) 부패척결위원회

2) 농업부

3) 환경산림부

4) 중소기업부

5) 문화관광부 

< 조코위 정부 2차 부분 개각설 >    출처: Jakarta, H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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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진행 방향

1) 정치 성향을 최대한 배제

정치 성향을 최대한 배제한 각 분야에 적합한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각 분야의 전문가 발탁

1차 부분 개각 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조코위 정부는 정치적 색깔보다는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코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의 성과와 별다

른 바 없는 실패한 부분 개각이 될 것이다.

3) 정당별 장관 후보 물색

PAN(Partai Amanat Nasional)에서는 조코위 정부 2차 개각설에 근거하여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PDIP(여당) 측에서는 PAN에서 발표한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고 추측 

정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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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환경산림부 Siti 장관은 환경산림부 국장급(Eselon Ⅰ)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임명

식 행사에는 전 산림부 장관 출신이며 현재 상원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Zulkifli Hasan씨를 비롯해 

전직 산림부 장관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가. 개편 배경

1) 환경산림부 통합 전 산림부와 환경부 업무의 유기적인 업무 효과가 대두되고 있다.

2)  조코위 정부의 정부부처,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와 환경분

야가 접목되어 인허가 간소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나. 개편 범위

1) Bambang Hendroyono (사무차관. 개편 전 - 산림부 이용국 DG)

2) San Afri Awang (산지기획 및 환경정비국 DG. 개편 전 - 산림부 임업 연구개발원장) 

3) Tachrir Fathoni (자원·생태계 보존국 DG. 개편 전 - 산림부 인력개발원장)

4) Hilman Nugroho (유역·보호림 통제국 DG. 개편 전 - 산림부 사회임업 유역관리국 DG)

3. 환경산림부 조직 개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77/M Tahun 2015 Tentang 

  Kementeri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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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da Bagus Putera Parthama (지속가능한 생산림관리국 DG. 개편 전 - 산림부 임업 

경제 및 무역담당 장관 보좌관)

6) M.R. Karliansyah (오염·환경훼손 통제국 DG. 개편 전 -  환경부 국장)

 

7)  Tuti Hendrawati Mintarsih (쓰레기·산업폐기물·유독성 물질관리국 DG. 개편 전 -  

환경부 장관 보좌관)

8) Nur Masripatin (기후변화 대응국 DG. 개편 전 - 산림부 1 지역 표준화 센터장)

9) Hadi Daryanto (사회임업·환경파트너십(협력)국 DG. 개편 전 - 산림부 사무차관)

10) Rasio Ridho Sani (환경 및 산림 법질서 확립국 DG. 개편 전 - 환경부 사무차관)

11) Imam Hendargo Abu Ismoyo (감사실장. 개편 전 - 환경부 환경정비국 국장)

12) Bambang Soepiyanto (인력개발원장. 개편 전 - 산림부 산지기획국 DG)

13) Henry Bastaman (연구·개발·혁신원장. 개편 전 - 환경부 국장)

이번 개편 인원 13명 중 8명이 이전 산림부 출신이며 나머지 5명은 이전 환경부 국장(Deputy)  

출신이다.

산림분야 정책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산불, 환경 분야 등 

임지보존 및 환경을 고려한 부서 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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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Ⅱ

인도네시아 산림 바로알기

1.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A)

2. 인도네시아 임목수종 바로알기 : 자띠

3. 쉬어가는 페이지 : 인도네시아 만평 ⅰ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Dalam Hutan alam” IUPHHK-HA(천연림 목재임

산물이용사업허가)는 수확 또는 벌채, 무육,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Hutan Produksi)의  

천연림 내의 목재 형태의 임산물을 이용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말한다.

가. 산림이용허가의 종류 및 정의

1) 산림이용허가의 종류

2) 산림이용허가 정의

가) IUPK: 산지이용사업허가

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IUPK)는 보호임지 그리고/또는 생산임지의 산지 이용을 위해 

발급된 사업허가를 말한다.

1.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IUPHHK-HA)

산림이용

산지이용 IUPK

IUPJL

IPHHK

IUPHHK-HA
IUPHHK-RE
IUPHHK-HTI
IUPHHK-HTR
IUPHHK-HTHR

IUPHHBK-HA
IUPHHBK-HT

IPHHBK-HA
IPHHBK-HT

환경재화이용

목재임산물이용

비목재임산물이용

목재임산물채취

비목재임산물채취

산림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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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UPJL: 환경재화 이용사업허가

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IUPJL)는 보호임지 그리고/또는 생산임지의 환경재화 

이용을 위해 발급된 사업허가를 말한다.

다) IUPHHK-HA: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Dalam Hutan alam(IUPHHK-HA)는 수확 또는  

벌채, 무육,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Hutan Produksi)의 천연림 내의 목재 형태의 임산물

을 이용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말한다.

라) IUPHHK-HT: 조림지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Dalam Hutan Tanaman(IUPHHK-HT)는 지존작업

(Penyiapan Lahan), 양묘(Pembibitan), 식재(Penanaman), 무육(Pemeliharaan), 수확(Pemanenan)  

및 영업(Pemasaran)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내의 목재 형태의 임산물을 이용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말한다.

마) IUPHHK-RE: 천연림 생태계복원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Restorasi Ekosistem Dalam Hutan Alam(IUPHHK-

RE)는 생산임지의 천연림 내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그 기능(Fungsi)과 대표성

(Keterwakilannya)이 유지되도록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 발급하는 사업허가를 말하며, 식재, 보육

(Pengayaan), 간벌(Penjarangan), 야생동물 번식(Penangkaran Satwa), 야생 동식물 방생(Pelepasli-

aran Flora dan Fauna)을 포함한 산림생태계의 무육, 보호, 복원(Restorasi) 등의 활동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해 비생물자원(토지, 기후 및 지형)과 함께 토착 고유수종(Jenis Yang Asli)으로 천연생물

자원(동물상 및 식물상)을 복원하여, 생물자원과 그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도모하는 사업이다. 

바) IUPHHBK-HA: 천연림 비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Dalam Hutan alam(IUPHHBK_HA)는 수확 

또는 벌채, 무육,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Hutan Produksi)의 천연림 내의 비목재 형태의 

임산물을 이용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말한다.

사) IUPHHBK-HT: 조림지 비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Dalam Hutan Tanaman(IUPHHBK-HT)는  

지존작업(Penyiapan Lahan), 양묘(Pembibitan), 식재(Penanaman), 무육(Pemuliharaan), 수확

(Pemanenan) 및 영업(Pemasaran)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내의 비목재 형태의  

임산물을 이용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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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PHHK-HA: 천연림 목재임산물채취허가

  Izin Pemungutan Hasil Hutan Kayu-Dalam Hutan alam(IPHHK-HA)는 작업 기간 및 수확량을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확, 운송(Pengangkutan),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 상의 목재 형태의 

임산물 채취를 위한 허가를 말한다.

자) IPHHBK-HA: 천연림 비목재임산물채취허가

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Dalam Hutan alam(IPHHBK-HA)는 생산임지 그리

고/또는 보호임지 상의 비목재 형태의 임산물 채취를 위한 허가로 등나무 (Rotan), 꿀(Madu), 과일

(Buah-buahan), 수액(Getah-getahan), 약용식물 등을 특정작업 기간 내에 일정한 수확량 만을 채

취토록 하는 허가이다.

차) IPHHBK-HT: 조림지 비목재임산물채취허가

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Dalam Hutan Tanaman(IPHHBK-HT)는 생산임지 

그리고/또는 보호임지 상의 비목재 형태의 임산물 채취를 위한 허가로 등나무 (Rotan), 꿀(Madu), 

과일(Buah-buahan), 수액(Getah-getahan), 약용식물 등을 특정작업 기간 내에 일정한 수확량 만을 

채취토록 하는 허가이다.

나. 산림이용 대상지에 따른 허가가능 산림이용허가권

1) 보존임지 상의 산림이용허가

 보존임지에서의 산림이용허가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2) 보호임지 상의 산림이용허가

 가) 산지이용사업허가(IUPK)

 나) 환경재화이용사업허가(IUPJL)

 다) 비목재임산물채취허가(IPHHBK)

3) 생산임지 상의 산림이용허가

 가) 산지이용사업허가(IUPK)

 나) 환경재화이용사업허가(IUPJL)

 다)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A)

 라) 조림지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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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천연림 비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BK-HA)

 바) 조림지 비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BK-HT)

 사) 천연림 목재임산물 채취허가(IPHHK-HA)

 아) 천연림 비목재임산물 채취허가(IPHHBK-HA) 

 자) 조림지 비목재임산물 채취허가(IPHHBK-HT) 

다. 법령에 따른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주요내용

1) 가능 사업활동

가) 목재 임산물 이용(산림경영 활동 포함)

나) 생태계 복원 임산물 이용(산림경영 활동 포함)

2) 허가기간

가) 목재 임산물 이용: 최대 55년, 연장가능

나) 생태계 복원 임산물 이용: 최대 60년, 1회 35년 연장 가능

  

허가권이용 가능 대상지

보존임지 보존임지에서의 산림이용허가는 현행규정에 따른다.

▹ 산지이용사업허가(IUPK)

▹ 환경재화이용사업허가(IUPJL)

▹ 비목재임산물 채취허가(IPHHBK)

▹ 산지이용사업허가(IUPK)

▹ 환경재화이용사업허가(IUPJL)

▹ 천연림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A)

▹ 조림지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T)

▹ 천연림비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BK-HA)

▹ 조림지비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BK-HT)

▹ 천연림목재임산물채취허가(IPHHK-HA)

▹ 천연림비목재임산물채취허가(IPHHBK-HA)

▹ 조림지비목재임산물채취허가(IPHHBK-HT)

보호임지

생산임지

대상지에 따른 허가가능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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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권한

가)  천연림에 대한 IUPHHK는 시장/군수의 심사(Pertimbangan) 통과 후, 주지사의 추천에 

의거하여 장관이 허가한다.

나)  천연림 내의 생태계 복원 IUPHHK는 주지사, 시장/군수, KPH 책임자를 참조처로 하여  

장관이 허가한다.

4) 허가 대상자

가) 개인(Perorangan)

나) 조합(Koperasi)

다) 인니 민간기업(BUMS Indonesia)

라) 국영기업(BUMN)

마) 지방기업(BUMD)

5) 허가절차 및 구비 요건

가) 허가 신청서 제출

나) 신청 대상지의 상태 및 허가 신청자를 선별하여 허가

 

6)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소유한 허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그 사업의 생산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나) 총 허가기간에 대해 전 사업지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

다)  1년 이내 현장활동(사회간접시설 건설과 함께 소요장비의 50% 이상 현장 투입이 기준임)을 

실행

라) 허가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경계선 작업을 시행

바) 허가 후 1년 이내에 주변지역 주민조합과 협력

   

7) 산림이용 부과금 및 기금

가) 산림자원세(PSDH)

나) 조림기금(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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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가 연장 

가) 허가만료 2년 전에 제출

나) 허가 연장서 제출

9) 허가 취소

가) 허가기간 만료시

나) 허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처벌로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 허가 만료 이전에 허가 소유자가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허가를 반납하는 경우

라) 임산물 채취허가 상에 허가된 면적, 수량, 무게를 이미 달성한 경우

라. 인도네시아 IUPHHK-HA 현황 

1) 인도네시아 천연림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 현황

No. 지역             
IUPHHK-HA

사업지 천ha

1 아체 7 405 

2 북부 수마트라 7 344 

3 서부 수마트라 4 184 

4 리아우 4 229 

5 리아우제도 - - 

6 잠비 2 56 

7 남부 수마트라 1 56 

8 붕클루 2 56 

9 람풍 - - 

10 방카 - - 

11 족자카르타 - - 

12 발리 - - 

13 NTB 1 28 

14 NTT - - 

15 서부 칼리만탄 25 1,222 

16 중부 칼리만탄 60 4,184 

17 남부 칼리만탄 4 240 

18 동부 칼리만탄 85 5,744 

19 북부 술라웨시 1 27 

20 중부 술라웨시 11 610 

21 남부 술라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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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동 술라웨시 2 90 

23 고론탈로 - - 

24 서부 술라웨시 3 163 

25 말루쿠 13 734 

26 북부 말루쿠 10 566 

27 서부 파푸아 20 3,068 

28 파푸아 25 4,755 

Total 287 22,761 

출처: 2013년 산림이용정보 (산지이용계획청. 2014)

인도네시아 28개 주 지방정부에서 사업이 실행 중이며, 총 사업 지역은 287개 지역, 총 면적은 

약 22,761천ha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동부 칼리만탄주가 85지역에, 총 면적은 약 5,744천ha로 가장 많게 분석되었다.

또한 칼리만탄섬이 전체 인도네시아 IUPHHK-HA 사업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푸아섬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어, 두 섬이 전체 IUPHHK-HA 사업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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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크(Teak)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나왕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용재자원

이다. 값비싼 목재 가운데 하나로 나무 자체의 무늬가 은은하고 아름다워 오래 전부터 세계 최고

의 고급목재로 각광받고 있다.

선박, 철도침목, 항구, 다리, 건설, 가구 등에 고급소재로 널리 쓰이며 두통, 기관지, 간 등에 좋아 

약용으로도 사용 하고 있다.

학명 Tectona grandis

영명 Teak, Lamiaceae

원산지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조림지 분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열대지방

가. 수목학적 특성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 또는 긴 달걀 모양으로 크기는 길이 30〜60cm, 너비 23〜35cm 정도이다. 

겉면은 거칠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잎 표면에 잿빛을 띤 흰색 털이 빽빽이 나있으며, 수피는  

회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이고 세로로 갈라짐이 있다.

6~8월에 대롱 모양의 흰 꽃이 원추화서로 피며 꽃의 크기는 길이 25〜40cm, 너비 30cm이고,  

꽃은 암술보다 수술이 먼저 성숙한다. 대부분 곤충에 의해서 수분이 이루어지나 종종 바람에 의해

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열매는 핵과(核果)로서 끝이 뾰족한 공 모양이고 딱딱하며 주로 9〜10월에 

열린다.

지름 2〜2.5cm 크기이며 하나의 열매에 종자 1〜4개가 들어 있고, 수고 25〜30m, 직경 60~80cm

에 이르며 조림목의 경우는 천연목보다 수고가 낮고 직경도 작은 상태에서 벌채되어 거래된다.  

직경 10cm 이상이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2. 인도네시아 임목수종 바로알기 
  JATI (Tectona gr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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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육 환경

고도 0〜1,000m, 22℃이상의 따뜻한 열대성 기후에서 생장하며, 연평균강수량은 500〜5,000mm

이 적합하며 건기에 견딜 수 있는 최대기간은 3〜5개월 이다. 토양은 깊고 배수가 잘되며 비옥한 

충적토에서 잘 자라고 비교적 많은 양의 칼슘과 인을 필요로 한다.

pH 6.5〜8.0인 토양이 적합하며 빛을 많이 필요로 하고 습도와 온도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반적으로 비옥한 낙엽수림에 분포하고 있다.

다. 조림학적 특성

티크는 나왕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용재자원이며, 아메리카의 파나마와 온두라스  

등지에서 실험적으로 식재한 바에 의하면 16년생의 높이가 21.3m, 지름은 45cm에 달했다고 한다.

태국에서 자라는 천연림지대는 북부와 서부의 혼생활엽수림이며 몬순산림이라고도 하고, 인도,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에 분포하며 주요 생산지는 인도네시아 자바(Java)이며 이 지역에 자라는 

티크는 자바 티크라는 의미로“자띠”라 불린다.

인도네시아 자바(Java)에서는 단순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 조림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파종조림을 하며 1ha에 3,000그루를 심고 사이사이에 콩과식물을 심어서 지력을 보존하며, 벌기는 

25〜30년이고 ha당 300그루 정도가 남도록 간벌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대만과 서아프리카에서도 

조림수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평균생장량은 12〜26㎥/ha으로 식재 후 20〜25년 후에 수확이 이루어지며, 직경 10cm 이상의 

간벌재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흰개미와 같은 벌레에 대하여 저항력이 강하고 벌채할 때는 2년 전에 환상박피(環狀剝皮)를  

하여 말라죽게 하는데, 이것은 나무를 천천히 마르도록 하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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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목재 용도

목재는 처음에는 노란색이지만 점차 갈색으로 변하며 방향성 향기가 나며, 조직이 거칠고 균일

하지 않으며 기름기가 있다. 원산지에 따라 곧은 나뭇결이 나타나기도 하며 미얀마산 티크는 균일

한 황갈색을 띠지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보다 더 짙은 색을 보인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건조가 용이해서 가공성, 마무리 작업, 건조 후 상태 모두  

좋으며 내구성도 높다. 일반 목재와 가장 다른 점은 건조 뒤에도 수축, 팽창이 아주 안정적이고  

뒤틀림이 없다.

마. 목재의 성질

항목 생재(Green) 건조재(Dry) 단위

휨강도 715 1036 kg/㎠

파쇄강도 57 74 kg/㎠

밀도 624 kg/㎤

경도 470 kg

충격강도 83 63 cm

전단강도 130 kg/㎠

정적 휨강도 399 513 kg/㎠

강도 106 121 1000kg/㎠

인성 261 cm-kg

최대하중 0.63 0.77 cm-kg/㎤

비중 0.52 0.57

방사수축률 2 %

잡선수축률 5 %

 출처: The Wood Explorer, www.thewoodexplorer.com

나무 자체의 무늬가 은은하고 아름다워 오래 전부터 세계 최고의 고급목재로 각광받아 왔으며, 

조선 업자와 고급가구 업자들에게는 목재의 치수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쇠붙이에 대한 부식이 

없어 특히 선박재로 많이 쓰이고 차량, 건축, 가구, 조각 재료로도 중요하며, 또한 두통, 기관지,  

간 등에 좋아 약용으로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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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i

Jati 표면

Jati 조림목

Jati를 이용한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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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1. 저번에 부패 해결 공약이 있었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요? 

2.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봐!

현 정부의 부패척결 공약 시행이 잘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풍자

3. 쉬어가는 페이지 
  - 인도네시아 만평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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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1. 1980년 Bentong씨는 개발자에게 단돈 Rp2,500/m에 토지를 판매했다.

2. 하하, 돈도 많고 기분 좋구나!

3. 2014년 Bentong씨는 자신이 소유했던 땅에 세워진 건물의 경비가 되었다.

당장의 눈앞 이익만 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인식에 대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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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1. 너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찍었어? 

2. 난 당연히 아르헨티나 뽑았지.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 소통이 잘 안되고 있음에 대한 풍자

Chapter Ⅱ - 인도네시아 산림 바로알기  35





-
인

도
네

시
아

 임
업

동
향

 -
 2

0
1

5
년

 통
권

 2
호

 -
림

관
련

 공
공

기
관

 및
 관

련
단

체
 동

향

Chapter Ⅲ

산림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동향

1. 한인니 산림센터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

2. 녹색사업단 PT. KGPA Indonesia

3. 산림조합중앙회 PT. 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

 

4. FMU/REDD+ 인도네시아 사업단



지속가능한 산림휴양·생태관광사업을 롬복 뚜낙 지역에 조성

우리나라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와 MOU를 맺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롬복 뚜낙지역 산림휴양 생태관광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 롬복은 어떤 섬인가?

롬복은 인도네시아의 서부누사 가라(West Nusa Tenggara)주에 위치한 섬으로 면적은 제주도

의 2.5배 정도인 4725 제곱 키로미터 정도 이며, 인구는 330만 정도이다. 롬복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게는 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발리와 40km 밖에 안 떨어져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고 자연적으

로도 비슷하지만 발리와는 사뭇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힌두교도가 대부분인 발리와는 달리 롬복은 인구의 85%정도가 이슬람교도이며, 대규모 리조트

와 상업시설이 있는 발리에 비해 롬복은 아직까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롬복은 발리의 분주함을 벗어나 조용한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점차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혼여행지로 롬복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나. 롬복의 생태관광

국제생태관광협회(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TIES)는 생태관광을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웰빙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연에 대한 해석과 교육을 실시하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롬복지역은 바닷가, 숲, 화산지역과 같은 다양한 생태학적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러

1. 한인니 산림센터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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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도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롬복에는 린자니산(Gunung Rinjani), 승기기 해변(Senggigi), 슨당길라 폭포(Air Terjun 

Sendang Gila), 길리 섬(Gili Islands)과 같은 다양한 생태관광지가 운영되고 있다. 린자니산은 해발 

3,726m 로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화산이다. 정상에는 ‘바다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진  

스가라 아낙(Segara Anak) 칼데라호수가 있는데, 이는 바다처럼 물의 색이 파랗다고 해서 지어졌

다고 한다. 대표적인 산악 관광지가 린자니산이라면 대표적인 해변 관광지로는 길리섬이 있다.  

길리섬은 길리뜨라왕안(Gili Trawangan), 길리메노(Gili Meno), 길리아이르(Gili Air)의 세 개의  

섬을 일컫는 것으로 롬복섬 북서쪽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길리섬에는 

다양한 중저가 리조트들이 줄지어져 있으며 다양한 해상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길리섬 

내에서는 주변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영이 금지되고 찌도모라는 마차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점이 특징이다.

다. 뚜낙 산림휴양 생태관광

뚜낙지역은 롬복섬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규모는 약 1,200 헥타르다. 산림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뚜낙 산림휴양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2013년에 맺은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산림부장관의  MOU에 기반하여 한국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뚜낙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뚜낙지역은 롬복에서 유일하게 바닷가와 숲의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휴양과 수상스포츠를 동시에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에 시작한 본 사업은 뚜낙지역 생태관광지 조성과 함께, 인근지역 주민과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도 시행하고 있다.

라. 사업 진행상황

뚜낙사업은 크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이 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

에 설계를 마치고 2016년에 시공을 시작하여 2018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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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현재 한인니 산림센터의 지휘아래 한국의 산림조합중앙회와 인도네시아 현지  

설계업체가 협업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구 지역에는 방문자센터와 다목적센터를 숲 속 

지역에는 캠핑장과 나비체험관을 준공할 예정이다.

설계디자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한국의 산림청, 한인니 산림센터, 인도네시아의 환경산림

부, 서부 누사 가라주 자연보존보호소, 지역정부 및 현지주민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주민공청회와 중간보고회를 지난 8월28일과 10월22일 두 차례

에 걸쳐 실시하였다. 2015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림 관련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역량강화 연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3회에 걸쳐 시행하며 2015년에는 녹색사업단이 6월, 8월, 10월에 걸쳐 약 50여명의 연수생을  

교육시켰다. 교육내용에는 한국의 휴양림 현황 및 산림발전방안 뿐만 아니라 뚜낙 생태관광지역

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 숲 해설, 수공예품 제작, 나비사육 등이 포함되었다. 4년 동안 연수를 통해 

배출되는 참가자들은 뚜낙 생태관광지가 완성되었을 때 사업지에서 직접 활동을 하며 지역발전 

및 뚜낙의 산림휴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중간 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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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문자 센터 및 다목적 센터 예상 조망도

그림. 숲 속 캠핑장 및 나비체험관 예상 조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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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 한국기업, 대학생, 인니 산림전문가 및 현장 작업자 교육·연수를 통한  

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

녹색사업단은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조림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조림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상국가와의 사업 비전에 대한 공유를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자 2014년부터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생들의 해외산림자원개발 대상지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해외산림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2013년부터 수행된 본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은 ’13년도 조림을 시작으로 ’14년부터 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에 대한 양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 활성화

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국내기업,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영림공사, 현장작업자 및 주민 등과 

사업 비전, 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양국 간의 산림협력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히 사업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마치지 않고, 매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

들을 증가시킴으로서 본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

로써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모범이 될 만한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의견 교환의 장으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2. 녹색사업단
  PT.KGPA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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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12개 국내기업, 20명의 인니 관계자 국내초청 연수, 40여명의 인니 

관계자 스마랑 현장연수, 200여명의 현장작업자 및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이러

한 교육프로그램은 향후,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 양국 간의 산림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한-인니 대학생 현장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주민 소득향상 프로그램을 추가

로 수행할 계획이다 (표 1 참조).

’15년 올해 4월과 8월 2회에 걸쳐 8개 국내기업 현장 연수, 6월과 9월 100명의 현장 작업자 및  

지역주민 능력배양 교육, 7월 16명의 국내 임업관련 대학생 능력배양, 8월 인니 환경산림부 및  

영림공사 20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인니 산림전문가 12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국내 목재바이오매스 정책 및 사업 현황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1> 목재바이오매스사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계획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14-’15년)
향후계획

국내기업 현지연수

- 사업 배경 및 모델 설명
-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양묘장 견학
- 인니 목재 및 펠릿 가공시설 견학
- 스마랑 항구 등 인프라 현황 점검 등

12개 기업
기존 프로그램
범위 확대

인니기관 국내초청
- 국내 해외조림 현황 및 목재바이오매스 시장 전망
- 목재바이오매스 국내시설 및 발전사 견학
- 해외산림투자협의회와 연계를 통한 기업방문

20명
기존 프로그램
범위 확대

인니 관계자 
현장 교육

관리자
- 한국 목재펠릿 동향 및 관련 정책 설명
- 현장 견학, 사업 모델 및 비전 공유 

40명 기존 유지

작업자
- 사업목적 및 조림기술 교육
- 지역사회 기대효과 공유

200명 기존 유지

대학생 능력배양
- 열대 조림 실습을 통한 능력배양
- 조림, 벌채 및 가공 일관화 과정 소개 
  (영림공사 티크가공사업 관련 협조 요청) 

16명
’16년 이후 신규  
실습 프로그램 추진

주민 소득향상 프로그램 - 소득작물 재배, 기술교육 등 지원(강사초청) -
’16년 이후 신규  
프로그램 추진

특히, 녹색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국내 대학생들의 해외조림지 견학 프로그램 (표 2 참조)의  

경우, 기존 단순 해외 조림지 견학 및 소개를 넘어 인도네시아 대학과의 열대림 실습 연계를 통한 

한-인니 대학 공동 연습림 실습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

도로 해외산림의 중요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한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의 해외조림 전문가가 될 인재들을 교육하여 열대림에  

대한 지식 습득과 사전 경험을 통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해외조림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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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녹색사업단 대학생 해외산림연수 프로그램 추진실적

연  도 합 계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2009 60 30 30

2010 13 13

2011 16 16

2012 32 16 16

2013 17 17

2014 17 17

2015 16 16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조림 및 양묘 시 지역주민 고용, 각종 행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본 프로그

램은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소득향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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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목재바이오매스사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관련 자료

<국내 산림전공 대학생 해외산림 연수>

<인니 환경산림부 및 영림공사 현장토론>

<지역주민 지원(이슬람 희생제)>

<국내기업 현장연수>

<현장작업자 역량강화 교육(GPS 측량 및 실습)>

<인니 환경산림부 및 영림공사 국내초청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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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바이오매스 국제 심포지엄

-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찰 및 효율적 수행 방안 모색 -

지난 10월 28일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산림청, 녹색사업단, 영림공사 주최로 목재바이오매스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청, 대한민국 대사관, 녹색사업단, 임업진흥원, 인도

네시아 환경산림부, 영림공사 및 민간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조태영 대사, 이상익 임무관, 산림청 임하수 해외자원개발담당관, 녹색사업단  

공영호 본부장, 한인니 산림센터 오기표 센터장 및 Sugeng Marsudiarto 공동센터장, 동서발전 이성

렬 처장, 영림공사 Mustoha Iskandar 사장,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협회 Leong Kin Mun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 졌다.  

대한민국 대사관 조태영 대사는 축사를 통해 화석 연료 대체 자원으로서 친환경 연료인 목재바

이오매스 자원을 다루는 본 심포지엄이 향후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양국간 협력 사업 확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길 

당부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3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1 참조), 1부

에서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자국의 산림정책을 소개하였으며, 2부에서

는 국내외 목재펠릿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한국 발전사의 목재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 및 전망, 

말레이시아 목재펠릿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루어졌다. 3부에서는 목재바이

오매스 조림 및 활용에 대한 추진 사례에 대해 녹색사업단, 코린도 및 영림공사 관계자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는 바이오매스 사업 관련 기관, 민간기업 등의 의견교환을 통해 

기후변화를 경감시킬 에너지 자원으로서 목재바이오매스의 중요성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목재

바이오매스 사업 활성화를 통해 목재바이오매스 시장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심포지엄들이 단순 발표와 의견 교환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번 심포지엄  

종료 후, 둘째 날인 29일에 녹색사업단과 영림공사에서 추진 중인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 

대상지 및 양묘장을 방문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6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5년 통권 2호



<표 1> 목재바이오매스 국제심포지엄 일정 및 주요내용

시  간 주 요 내 용

10. 28(수) 심포지엄

09:00~09:20  접수 및 등록

09:20~10:20

 개회식              *사회자 : 한인니 산림센터 Sugeng Marsudiarto 공동센터장

○ 개회사 : 녹색사업단 (공영호 본부장) 

○ 축  사 : 대한민국 대사관 (조태영 대사)

○ 축  사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임하수 과장)

○ 환영사 : 영림공사 (Mustoha Iskandar 사장)

10:20~10:30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10:30~11:00

11:00~11:30

 1부 한-인니 산림정책 및 향후계획

○  한국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협력 정책 (산림청 조경은 사무관)

○  인니 산림 및 에너지 정책현황 (인니 환경산림부 Bambang Trihartono 박사)

11:30~13:00  오찬

13:00~13:30

13:30~14:00

14:00~14:30

 2부 국내외 바이오매스 시장 동향 및 전망

○  국내외 목재펠릿 시장 동향 및 전망 (한국임업진흥원 김영훈 주임연구원)

○  한국 발전사의 바이오매스 수요 및 전망 (한국동서발전 김남현 차장)

○  말레이시아 목재바이오매스사업 현황 및 전망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협회 Leong Kin Mun 회장)

14:30~14:40  휴식 (coffee break)

14:40~15:10

15:10~15:40

15:40~16:10

 3부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및 활용사례

○  녹색사업단 바이오매스 사업 추진현황 (녹색사업단 이창배 법인잗)

○  코린도 바이오매스 사업모델 설명 (코린도 이준혁 차장)

○  영림공사 동부자바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계획 (영림공사 Herta Pari 부장)

16:10~16:20  휴식 (coffee break)

16:20~17:00
 종합토론

○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및 토론

17:00~17:10  폐 회

10.29(목) 현장 견학

09:00~10:30 이동

10:30~12:00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지 및 양묘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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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목재바이오매스 국제심포지엄 관련 자료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주제발표 : 인니 산림 및 에너지 정책>

<종합토론 기념사진>

<대한민국 대사관 조태영 대사 축사>

<주제발표 : 녹색사업단 바이오매스 사업 현황>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현장 견학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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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조림사업 현황

1. 추진 배경

산림조합중앙회는 우리나라 황폐산림 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조림기술

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산림자원 공급기지 조성과 자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

남 지역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은 2006년 한국-인도네시아 정부 간 체결한 조림투자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안정적 투자여건이 조성되었고, 부족한 국내 목재자원을 해외에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 수행과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업영역을 구축하여 해외조림 전문기관으로 위상

을 확보하기 위한 배경이 뒷받침 되었다.

또한, 해외조림사업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사업 초기 직면할 수 있는 경제·사회· 

문화적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방식별 검증을 통해 합리적 투자 창구 역할

과 모델을 제시해주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사업 추진 경과

 1) ’06. 08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간 50만ha 조림협력 MOU 체결과 중부칼리만탄 대상지 참여기업 

공동 조사 실시

3. 산림조합중앙회 
  PT.KIFC (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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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7. 03

보고르농대(IPB)와 공동으로 서부자바 및 남부칼리만탄 31천ha 조림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영림공사(Perhutani) 관리지에 대한 합작조림 MOU 체결

3) ’07. 10

  전문기관(KPMG)에 의한 타당성 재검증과 수익성 분석을 통해 사업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본

사업계획 수립

4) ’07. 12

자체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설립과 외부출자를 의결하고 자본금 600천$

을 출자하여 자카르타에 현지법인(PT. KIFC ; 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 설립

5) ’09. 03

인도네시아 영림공사(Perhutani)와 서부자바주 10천ha 합작조림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 

조림사업 시작

6) ’10. 02

영림공사(Perhutani)와 서부자바주 뿌리와카르타 관리 지역에 834ha 속성수(수종 : 민디, 알비지

아) 합작 조림 완료

7) ’10. 08

조림사업 확대를 위해 임업공사(InhutaniⅡ)와 남부칼리만탄주 66천ha 합작조림사업 MOU 체결

8) ’11. 07 

수종 다양화와 사업범위 확대를 위해 임업공사(InhutaniⅡ)와 남부칼리만탄주 고무나무 1천ha 

합작조림 계약 체결

9) ’14. 06

단위사업규모 확보와 사업확대를 위해 임업공사(InhutaniⅡ)와 남부칼리만탄주 고무나무 6천

ha 추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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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구조

구  분 영림공사(Perhutani) 임업공사(InhutaniⅡ)

사업방식 합작사업(JO) 방식 합작사업(JO) 방식

사업지역 서부자바 칼리만탄

계약면적 10,000ha 42,800ha

계약기간 1주기 8년 1주기 8년

사업비용 약 US$1,000/ha 약 US$1,100/ha

분배비율 벌채산물의 65% 벌채산물의 70%

4. 투자현황

   1) 조림면적

지역별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계약 52,800 10,000 13,000 23,800 6,000

실행 17,324 40 153 1,458 2,870 2,242 4,046 3,115 3,400

서부자바
계약 10,000 10,000 - - -

실행 7,424 40 153 1,458 2,870   942 1,797   164 -

칼리만탄
(남부,동부)

계약 42,800 - - 13,000 23,800 6,000

실행 9,900 1,300 2,249 2,951 3,400

2)　투자액 : 264억원

구 분 계 ’09 ’10 ’11 ’12 ’13 ’14 ’15

사업비 26,419 558 1,132 3,938 7,087 5,308 3,675 4,721 

(단위: ha)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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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지 위치

5. 향후 추진 계획

 1) 대·내외 환경 분석

대내외 여건과 환경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형태, 추진 규모를 설정

가. 국내 정책적 환경

(1)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수력·폐기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감소되는 반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확대되고, 발전사  RPS 의무공급량 비율을 ’22년 까지 10%

까지 증대

    - 수  력(%) : (’14) 9.7 → (’20) 6.6 → (’25) 4.1 → (’30) 3.3 → (’35) 2.9

    - 폐기물(%) :  (’14)67.0 → (’20)49.8 → (’25)38.8 → (’30)32.4 → (’35)29.2

    - 바이오(%) :  (’14)13.3 → (’20)18.8 → (’25)19.0 → (’30)18.5 → (’3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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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 조성한 산림자원의 국내 목재자급 기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9년까지 

5% 목표 설정

    - 기여율(%) : (’15) 1.5 → (’16) 2.0 → (’17) 3.0 → (’18) 4.0 → (’19) 5.0

(3)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지원도  ’15년 250억원 → ’19년 4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비율 및 융자한도, 기간과 사업비 지원범위 확대 예정

 나. 경제 환경

  (1)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동향

  - ’ 14. 12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수출대상국 중 9위, 수입 대상국 중 12위이며, 우리

나라는 ’14년 △854백만$의 무역 적자국

  -  인도네시아는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4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경제성장

률을 상회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같아지는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 법정 최저임금 상승률은 21%로 인도네시아 평균  

임금 상승률(15%)보다 높으며, ’15년은 10%의 임금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음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2015 2016

인건비 상승률 % 9.4 8.8 13.2 19.1 19.8 15.1 10.0 -

CPI 상승률 % 6.9 3.8 4.3 8.3 6.4 5.94 6.0 3.0

GDP 상승률 % 6.2 6.5 6.3 5.8 5.0 5.95 5.5 6.2

※ 2014 Economic Report on Indonesia (2015 Bank of Indonesia)

제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 비중 목표(%)

3.2

2012 2020 20302014 2025 20135

3.6

5.0

7.8

9.7

11.0

RPS 연도별 의무 공급량 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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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도네시아 환율

  -  인도네시아의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고점이 높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 전망

                ※ Bank of Indonesia Database

다. 산업 환경

 (1) 목재 시장

  -  세계 목재시장은 ’90년 이후 경제 침체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하락세이지만, 중·장기적으

로는 소폭 성장할 전망

구분
전 세계 소비량(백만㎥, 백만톤) 연평균 변화량(%)

1990 2005 2008 2020(f) 2030(f) 08~20 20~30

제재목 471 421 391 515 594 3.1 1.4

목재패널 128 241 264 391 521 4.8 2.9

종이, 종이보드 237 365 389 571 747 4.6 2.7

산업용재 1,701 1,682 1,545  2,165 2,436 4.0 1.2

※ State of World’s Forests 2009, 2011(FAO)

   -  국내 목재시장은 매년 2.5% 완만한 증가추세가 예상되며, 원목 수입 보다는 목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가) 국내목재 수요는 (’13)28백만㎥ → (’19)33백만㎥, 연평균 2.5% 증가

      (나)  원목 생산국의 자국 목재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원목 수입은 제한되고, 목제품 수입  

의존도 심화로 전체 목재 수입량 대비 목제품 수입은 ’13년 69%에서 ’19년 75%로 증가 

예상

2004

9,244

9,781

8,975

10,895

9,353
8,946 9,023

9,622

12,128

13,365

전망치

환율(Rupiah/USD 1)

2005 2006 2008 2010 2012 2014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

11,866

9,372

Foreign Exchange Rates of Indonesia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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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재 원목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향후 원목공급 계획은 연평균 4.4%  

증가하여 ’19년 693만㎥ 계획

  -  ’1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원목생산량은 115백만㎥이며, 목제품 생산량은 130백만㎥으로 

생산 원목 100% 전량소비

단위 : 백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원목 생산량 119 110 114 118 118 115 

제품 생산량 115 105 116 127 130 130 

비율 96% 95% 102% 108% 111% 113%

※ FAOSTAT Database 정리

 (2) 천연고무 시장

   -  최대 수요처인 타이어 시장은 ’18년까지 연평균 3.3% 성장할 예정으로, 천연 고무 생산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태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으로 생산국이 이동할  

전망

 -  천연고무 소비시장은 연간 3.3% 상승하였으나, 생산국의 정부보조금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 되어, 향후 태국의 생산 감축과 중국 재고량 소진을 감안할 때 ’15년 이후에는 

가격상승 전망

■ 국산재 공급량 및 목재자급율 전망 (단위 : 만㎥)

204

04년 05 09 1307 11 15 1806 10 14 1708 12 16 19

244 270

372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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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235 268
318

421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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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목재자급율 실적

목재자급율 계획

국내재 수급실적

국산재 수급계획
7% 9% 9% 10%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전세계 천연고무 공급비중 전세계 천연고무 소비비중

중국

7%

인도

7%

기타

11%
기타

27%

인도네시아
5%

태국

34% 중국

36%

인도

9%미국

8%

일본

6%

태국

5%

베트남

8%

말레이시아

7%

말레이시아
4%

인도네시아

26%

Chapter Ⅲ - 산림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동향  55



 -  천연고무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원자재로서,  ’05 ~ ’07년 기간 중 세계적

으로 고무나무 조림 붐이 조성될 때 우리회도 투자결정 하였고, 이 때까지는 천연고무 가격

이 지속 상승

 -  고무나무 조림 붐이 일어났던 시기에 조림된 고무나무가 ’12년 생산기에 돌입하면서 공급

이 빠르게 증가하여 천연고무 가격 약세

 -  ’11. 3월 고무가격이 최고값에 도달 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5. 1월 최저값에  

도달 한 후 소폭 상승 추세.

             ※ International Rubber Consortium Limited (2015)

2) 투자환경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

 가. 추진 방향 설정

정부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확대 기조와 국내외 목재수요 증가로 해외조림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며, 

조림지 벌채가 시작되어 수익창출이 예상되나, 자체 경영 조림지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설치 병행이 필요함.

여건 및 투자환경

  �

추진 방향

○  해외산림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  확대 

및 세계 목재시장 수요 증가

○  인도네시아 원목 시장 수요증가에 따라  

수익실현 여건 유리

○  국내 신재생 에너지 증가가 예측되지만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 

○  투자 확대와 단독 조림지 확보를 통해 해외조

림 지속 확대 

○  원목판매를 통한 수익성 확보 및  목제품  

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

○  해외 영업망 구축을 통해 국제 대규모의 목재

시장 진출 추진

FIELD LATEX PRICE (USD/kg)

2008. 1 6 6 6 6 6 6 6 9309. 1 10. 1 11. 1 12. 1 13. 1 14. 1 15. 1 478

2.40 0.97

2.80 3.06
4.59

4.00

5.34

2.62

2.17
1.61

1.86

1.34
1.37

1.13

1.54

2.6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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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경영목표

 (1) ’18년부터 : 국제시장 영업 전담직원 파견근무

 (2) ’18년까지 : 해외법인 운영 손익분기점 달성

 

 (3) ’20년까지 : 단독 조림지 확보를 통한 자체 산림경영 착수

 (4) ’22년까지 : 매출액 확대를 위한 가공시설 가동

다. 중기 계획

 (1) 기존 합작조림지 생산성 증대 및 수익성 확보

    ◦  서부자바 6개 사업 지역을 2개(보고르, 반뜬) 조림 지역으로 집중하여 2017년까지 1만ha 

조림

    ◦  칼리만탄 지역은 추진 중인 뿔라우라웃, 따나그로곳 2개 권역 조림지를 유지하고 현재 

9,990ha를 ’20년까지 24,000ha로 확대 조성

  (2) 단독 조림지 확보를 통한 집약적 산림경영 추진

    ◦ 신규 합작 조림지 확보

      -   숨바와 합작투자 시범조림지(100ha)의 생장 경과에 따라 지분인수를 통한 자체임지 

확보와 사업 확대

      - 잠비주 산업조림지 공동투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시장성 분석을 통해 합작투자 결정

    ◦ 허가 조림지 인수

       -  중부칼리만탄 조림허가지 10만h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익성을 분석하여 지분

인수 추진

         - 서부칼리만탄 조림허가지 14만ha 허가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분인수 등 추진  

        -  공기관의 투자안정성과 해외 사업경험의 장점을 활용한 해외조림사업 투자 사업모델 

제시와 국내 민간부분 투자 유치 

     ◦ 연차별 사업계획 : ’22년까지 총 36천ha 추가 조림 실행

         - 복구 조림 : 2,400ha (서부자바 피해지 복구조림) 별도 시행

        - 신규 조림 : 33,776ha (서부자바 6,576ha, 칼리만탄 27,2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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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ha)

지역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6,176 5,400 5,370 4,400 3,900 3,900 4,400 4,400 4,400 

서부자바 8,976 2,000 1,976 - 500 500 1,000 1,000 1,000 

 - 복 구 2,400 1,000 400 1,000 - - - - -

 - 신 규 6,576 1,000 1,576 - 500 500 1,000 1,000 1,000 

칼리만탄 27,2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 조림 사업비 조달

     - 신규조림에 총 사업비는 447억원(1,325천원/ha) 소요

  -  중기계획 기간 중 필요한 조림사업 재원의 24%(106억원)는 ’18년부터 발생하는 사업수익 

잉여금을 활용하여 법인에서 자체 조달하고, 76%(341억원)는 정책자금 차입 계획

 (3) 벌채 계획

   ◦  ’15년 ~ ’22년까지 14,419ha 벌채 후 조림지 36,681ha 관리 예정으로, 벌채시기의 예상 임목

축적에서 지분율, 조재율 등을 감안하여 벌채 생산량은 92㎥/ha로 추정

   ◦  벌기평균생장량(MAI)은 지역별 조사결과, 임목 생장 상태에 따라 생산량을 20〜25㎥/year 

차등 적용

조림년도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벌채년도  ’15 ’16 ’17 ’18 ’19 ’20 ’21 ’22

벌채면적(ha) 40 152 403 1,692 1,481 4,219 2,641 3,791 14,419

벌채량(천㎥) 2 9 27 132 132 382 264 376 1,324

※ 지역별 MAI 적용 기준’

1)  Purwakarta,  Sumedang, Indramayu, Majalengka 속성수 20㎥/ha, JPP 17㎥/ha 적용

2) Bogor, Banten 속성수 25㎥/ha 적용

3) Kalimantan Selatan 속성수 25㎥/ha 적용

 (4) 손익전망

  ◦  벌채가 본격 확대되는 ’18년 이후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14년까지 조림된 임목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총 163억원으로 연간 20억원의 당기순이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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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림사업 매출이익률은 60%, 영업이익률은 28%, 당기 순이익률은 23% 정도 예상

   ◦  ha당 원목판매량은 92㎥, 평균 판매단가는 4,878천원으로 매출원가 중 항목별 비중은 벌채

비가 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조림비용이 35%로 높음.

 (5)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가공시설 설치

   ◦  조림지 임목 판매

     -  가공시설 설치 규모가 안 되고, 입목가가 양호한 지역은 입목 또는 벌채목 상태로 매각하

되, 국영공사 네트워크를 활용

     -  제재, 집성재, 베니어 등으로 위탁 가공하여, 시설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조림목의 경제적 

가치 제고

  -  계통조직 및 국내 목재수입 업체에 공급 가능한 제품으로 가공하여 국내 반입하고, 인니

의 경쟁력 있는 목제품 국내 유통 추진

   ◦ 조림지 임목 생산·가공 시설 설치

     -  제재, 집성재, 베니어, 우드칩 등 다양한 생산품목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지역별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가공시설 설치

     -  수요처 확보, 원료공급 능력, 단독 조림사업 등을 감안하여 가공시설은  ’22년 이전 가동

될 수 있도록 추진

     -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펀딩을 통해 재원조달

     -  고무수액은 ’16년부터 채취하여 가공공장에 판매, 고무나무 조림지 3,000ha 확보되는  

’20년 이후 주변 농장의 고무나무 수액까지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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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조림목 시범 벌채와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

 ◇  산림조합중앙회와 국영영림공사 간 합작조림지인 서부자바주 보고르에서 2년 후 본격적으로 다가올  

임목생산에 앞서 조림목 생장 및 목질분석, 가공판매 등 시장성 평가를 위한 자리로 마련

 ◇ “사랑의 옷 나누기” 및 “바렝꼭 초등학교와 자매결연” 실시

사진.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첫 번째 조림목 벌채를 시연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5년 5월 20일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보고르지역 합작조림

지에서 첫 벌채행사를 가졌다.  이번 벌채행사는 2006년 8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간 조림투자

협력 MOU에 기초하여 진출한 조림투자 사례 중 첫 번째 결실이며, 산림조합중앙회가 인도네시아 

산업조림투자를 시작한지 6년만에 실시된 것으로 영림공사 자체조림지 임지 중 합작조림지와  

관리상태가 유사한 일부지역을 합작조림지에 포함시켜 벌채를 실시하고 생산량, 판매, 가공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앞으로 다가온 본격적인 임목생산의 시장성을 가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벌채 행사지는 2008년에 식재하여 7년이 경과된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빠룽빤장 관리지소 마리

바야 지역관리소 내 바렝꼭 27J 임반으로 면적은 1.75ha이며, 식재수종은 아카시아(A.Mangium)이

다. 벌채목의 흉고직경은 15〜35cm이며 평균수고는 20m로 총 214㎥를 생산하였다. 이는 ha당 122

㎥를 생산한 것으로 예상 총수익률은 약 108%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13.4%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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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조림협력의 첫 번째 결실인 이번 벌채행사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과 비상

임이사 조합장, 대의원 조합장, 한인니 산림센터 오기표 센터장, 현지법인과 녹색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국영영림공사 우픽 감사위원, 헤루 이사, 국영임업공사 찝따 

사장, 환경산림부 관계자, 보고르군 관계자, 지역 경찰, 지역주민조직, 학생 등 35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첫 벌채를 기념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한국-인도네시아 두 나라 정부간 조림투자협력 MOU에 기반하여 2009년부

터 인도네시아 국영영림공사와 서부자바주에 합작조림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인도

네시아 남부칼리만탄지역으로 조림사업 대상지를 넓혀 지금까지 1만 7,334ha를 조림하였다. 현재

까지 계약을 통해 확보한 면적은 52,810ha이며 추가 단독조림지 허가 등을 통해 총 10만ha 조림지 

조성을 목표로 현지조림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은 해외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내 목재자

원부족에 대비할 수 있으며, 한국의 자본투자로 유발되는 현지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등 

양국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이번 성과가 “최단시간 산림녹화를 이룬 산림조합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임목 생장 조건, 광활한 임지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함께 이룬 결과물”이며 

“한국·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방향은 지역공동체 및 주민과의 상생협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조합은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을 해외조림사업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기업들이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벌채행사와 더불어 “지역주민 사랑의 옷 나누기”와 “바렝

꼭초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함께 실시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사업은 조림투자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매년 현지주민 한국연수를 통한 선진임업기술 전수와 새마을 운동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잘 입지 않는 옷들을 모아 사업지역 주민에게 

보내는 행사와 어릴 때부터 산림과 조림의 중요성을 알아가도록 인근 학교와의 자매결연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를 위해 미래에셋 직원들도 동참하였으며 3개월

간 1만 2,000여벌의 옷과 신발 모자 등을 모아 각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0만ha 조림지 조성과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조림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민지원사업도 꾸준히 실시하여 성공적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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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산림조합중앙회 조림목 시범 벌채와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 사진첩

벌채하여 야적된 아카시아 원목

바렝꼭 초등학교와 자매결연

산림조합중앙회와 미래에셋이 모은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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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황폐화 방지위해 동남아 4개국 협력 강화

- 인니·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와 제3차 REDD+ 고위급회의 - 

지난 10월1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FMU/REDD+ 사업단 지원으로 제3차 REDD+고위

급회의를 개최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한국형 REDD+사업을 공유하고, 사업 개선방향

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4개국 

산림정책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열대림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산림감소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산림을 잘 관리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에 선진국이 지원하는 산림보전 체제다.

열대림의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수송 분야의 배출보다 많은 양을 차지해 전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의 18%에 이른다. 이를 방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행체계 구축이 REDD+ 

사업의 시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국가별 REDD+사업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 공유 ▲ 각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형 사업모델에 대한 모범사례 검토 ▲ 해당국 산림경영과 REDD+와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림청 임하수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REDD+ 시범사업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각국의 산림사업 역량강화에 반드시 필요

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4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 FMU/REDD+ 인도네시아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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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의 REDD+ 발표

사진. 제3차 REDD+ 고위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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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Ⅳ

기획시리즈 : 기업소개

1. 코린도(KORINDO)

2. 쉬어가는 페이지 : 인도네시아 만평 ⅱ



가. 코린도의 탄생과 성장과정

- 창업기 (1960년대 말. 원목개발을 비롯한 산림자원 개발과 합판 공장 설비에 투자) -

 1969년 9월 10일 인도네시아 원목개발사업 진출(동부 Kalimantan주 Balikpapan)로 설립된 코린

도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자력으로 성장한 한국의 현지 투자기업이다.

사진. 1973년 인니동화(좌측 승은호 코린도회장)

1. 코린도
  (KORINDO)

글쓴이: 코린도 김훈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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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코린도의 전신인 동화기업(1951년 설립)은 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생산하는 제재소를  

운영하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원목을 구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저렴한 금액의 원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천연자원의 보고인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개발할 것을 결심하게 되고 

1969년부터 산림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여, 1971년 1월에 동부 칼리만탄주 발릭빠빤 지역에  

인니-동화개발주식회사(P.T. INNE-DONGHWA DEVELOPMENT Co.,Ltd.)라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120,000 ha의 임지에서 원목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동화기업은 예상치 못한 부도를 맞게 되었다. 후에 재판에서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건이었음에도 이미 동화기업은 부도라는 치명상을 입게 됐으며 모 기업의 부도 후에 일본 기업

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용만으로 빌린 130만 달러어치의 벌목장비로 새로 세운 기업이 코린도이다. 

따라서 명색만 동화기업 창업주 2세였지 그야말로 빈손으로 이국땅에 세운 기업이 되는 셈이다. 

인니동화와는 별개로 새로 세운 기업이므로 회사 이름을 새로 지어야 했으며 그렇게 새로 지어

진 이름이 ‘코리아-인도네시아’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코린도(KORINDO)’이다. 이후 신용만으로 

빌렸던 장비구매자금은 코린도 설립 후 되살아난 원목경기로 인해 3년 만에 모두 상환할 수 있었

고 1977년에는 원목 첫 수출도 하였다. 1978년 코린도는 원목만 개발하여 수출할 경우 성장의 한계

가 있음을 깨닫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중

부 칼리만탄 빵깔란분 지역에 합판공장 건설을 계획하여 1979년 4월부터 합판생산을 시작하였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원목수출은 1985년에 금지됐고 그로 인해 수많은 원목 생산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었지만, 코린도는 합판사업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 도약기 (1984년. 신문용지 공장 설립) -

코린도는 초기의 산림 자원 개발과 합판 공장 투자를 성공 시킨 데 이어, 1984년 인도네시아에 

신문용지 공장을 설립하여 신문용지를 생산하였다. 

또한, 80년에 합판접착제 원료인 포르말린과 레진 사업, 85년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용증진  

정책에 부응해 신발산업에도 진출했다. ‘이글’ 상표의 신발공장은 국내에서 사양길에 접어든 신발

산업을 인건비가 싸고 인도네시아의 고용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작되었다. 그리

고 한국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부산지역 신발업체에서 80여 명의 기술자를 영입해 상품을 만들

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공급했었다.

- 번영기 (1990년. 컨테이너 제조업 진출을 비롯한 물류, 선박 등 다른 사업 시작) - 

1990년에는 증권 등 금융 분야, 1992년에는 복합운송사업, 1995년에는 건설업으로 사업을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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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다. 코린도의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수준에 적합한 업종선택이었고 고용 효과가 커 

인도네시아 정부도 우호적이었다. 1997년에는 조림지 시험림을 조성하며 조림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진. 1997년 유칼립투스 시험 조림지

사진. 1998년 산업조림지회사(HTI) Korintiga Hutani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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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팜 오일 프로젝트 입안으로 시작된 팜 오일 사업은 파푸아에 1998년 5월 첫 식재를 시작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멀리 동쪽 최말단 거리에 있는 파푸아 본부는 원시와  

문명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파푸아의 옛 이름은 ‘이리안자야’로 1969년 인도네시아에 마지막으

로 영속된 이리안자야는 다양함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극명하게 잘 드러나

고 있는 지역이다. 

‘사방에서 머라우께’라는 인도네시아 말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는 인도네

시아 서북부의 끝 ‘사방’과 동남부 최단의 ‘머라우께’를 표현함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을 가리킬  

때 흔히 인용되는 말이다. 이 인도네시아의 끝 지역에 1998년 첫 식재를 시작한 이후 현재 말루쿠 

지역까지 확대된 팜 농장은 2015년 8월 말 완료된 식재 면적만 46,000 ha에 이르며 허가 면적은 20

만 ha에 이른다. 

사진. 1997년 이리안자야 팜농장 조성 계획

1997년 1월 29일 코린도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자금을 

보조해왔다. 그리고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재단에 학교 대지를 제공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의 정규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Chapter Ⅳ - 기획시리즈  : 기업소개  69



또한, 사업장 주변에 주거, 의료, 학교, 방송 등의 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프

라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기본적인 의식주 시설뿐 아니라 종교, 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시설들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암 센터 건립 

후원 및 재난 재해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새로운 도전 (2000년대 이후. 제2의 창업기를 맞아 개혁 단행) -

2013년 코린도는 바이오화학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을 착수하였으며, 코린도 그룹의 조림지와 팜 농장에서 대규모로 생산되는 차세대 화학 

산업 원료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슈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슈가와 함께 

원유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용 소재인 바이오플라스틱 분야의 한국화학연구원과의 협력연구는  

인도네시아 바이오 자원 개발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 코린도와 GS Caltex는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팜 부산물과 원목 

또는 조림목 벌채 부산물을 가공한 우드칩 등의 Biomass 원료로부터 바이오에너지 생산연구 및  

상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현재에는 인도네시아 머라우께 지역에 대규모 벼농

사 기계화 단지 조성을 위해 100ha 시험 농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정신이 지금의 탄탄한 코린도를 존재

하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신사업 발굴은 계속될 것이다.

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 분야 

코린도 그룹은 1969년 9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기업순위 상위에 기록되고  

있다. 본사는 자카르타에 있으며 주력사업인 자원관련(목가공, 합판, 조림, 팜 오일, 천연림 경영, 

석탄, 천연고무)사업 및 제지, 무역 사업을 비롯하여 중공업(풍력발전 타워, 특장차, 플랜트), 물류

(운송, 창고), 금융(보험, 증권, 리스), 부동산, 화학, 미디어(KBS World) 등 3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 300여 명, 현지인 2만5천여 명이 코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린도의 사업분야 중에서는 주력사업인 자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중부 칼리만탄주 빵깔란분시에 위치한 나따이 목가공단지는 칼리만탄 정글 산림 속에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3개국간 3자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종합 목가공단지로 성장했으며 약 350ha 

규모의 목가공단지 내에는 우드칩 생산 공장, 제재목 생산공장이 완공되었으며, 우드펠릿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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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가동 중이다. 우드칩은 전량 일본의 오지사에 수출하고 우드펠릿은 발전소 납품용으로 한국

과 일본에 수출 예정이다. 제재목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인도네시아에 국내 판매한다.

목재가공본부 합판부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천연림 경영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연간 50만 큐빅미터(CBM)의 합판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98%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글로벌  

합판 메이커로, 한 해 수출실적 3억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 전체 합판 생산량의 4분의 1을 코린도 

합판사업부가 책임지며, 사회적 투자에 성실한 인도네시아의 기업으로 상생과 공존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

조림사업의 중심은 중부 칼리만탄 지역 약 9만5천 ha의 조림지이다. 실제 나무 식재 면적은 6만

4천 ha로 서울시 전체 면적을 넘는다. 이 광활한 수해(樹海)에서 매년 약 200만㎥의 원목이 생산되

고 나무를 벌채한 지역에는 또다시 식재 작업이 이루어진다. 

코린도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 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의 해법을  

찾아 나가며 열대림 보존 및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개발 시 야기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영속적인 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택벌 방식의  

원목생산과 생산완료 지역에 대한 복원 조림을 시행하고 있다. 조림지 식재 시에는 기후와 토양에 

가장 적합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를 대량 증식한 클론 묘목 식재를 통해 나무의 생장량을 높이

는 노력을 하고 있다. 코린도 그룹은 향후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조림지 허가 면적을 전체 30만 

ha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속성 용재수종 개발을 통한 합판, 제재목, 칩, 펠릿 등의  

조림목 가공 사업으로 더욱 큰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사진. 유칼립투스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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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후 3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 코린도의 팜 수확농장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과 말루

쿠 지역의 농장 허가지역만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는 20만 ha에 이르며 현재 연간 12만 톤 가량의 

팜 오일을 생산하고 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팜 묘목 식재로 인해 식재 면적과 팜 열매 

수확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장 2대를 더 신설하는 중이므로 앞으로 팜 오일  

생산량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제지사업부에서는 폐지를 100% 재사용함으로써 품질과 환경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제지

사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인 윈드타워의 풍력발전, 플랜트 및 특장차 등 중공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인프라 발전을 도모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코린도는 현재 “Green Tomorrow“ 슬로건을 내걸고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는 기업으로써 주력사업인 합판, 조림, 팜 오일 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 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전 세계로 그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다. 

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의 역할

코린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모두를 포함한 가교 구실을 

하며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래로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현지화 정책을 바탕으로 고용 창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코린도는 기업에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업철학을 바탕

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자카

르타에 있는 본사 주변 빤쪼란(Pancoran) 지역과 남부 자카르타 인근 찔릉시(Cileungsi), 중부 칼리

만탄(Kalimantan), 서부 파푸아(Papua)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1년에는 대사관 주최  

우수 CSR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CSR 활동에 대한 현지 지방정부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인도네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얻고 있다. 

CSR 활동으로 자카르타 본사에서는 보고르시와 자카르타 주민들의 젖줄인 찔리웅강 청소  

프로젝트를 2014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 1월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자카르타 빤쪼란 지역에 약 8천500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사내 봉사단을 투입하여 3일분의 

식량과 침구 및 긴급 약품을 지원하면서 수재민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코린도 그룹의 자회사인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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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AS SAWAERMA는 환경기부단체인 Paguyuban Budiasid에 동티모르 양묘장 운영사업과  

인도네시아 홍수 예방을 위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본사를 제외하면 사업장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코린도는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장은 개발 초기 당시 대부분이 개발되지 않은 오지였으

며, 전기조차 없었다. 하지만 코린도 사업장이 들어간 이후 전기 시설뿐 아니라 생활에 필수적인 

물 공급 시설도 설치되었다. 코린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정적

인 소득을 안겨주었으며 주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일자리를 찾아온 근무자들과 가족이 함께 살게 

해주어 자연스레 코린도 마을이 생겨났다. 그리고 마을 주변 도로 개설과 보수를 지원하여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코린도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를 지어주고 아이들을 가르

치는 교사도 채용하고 월급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현지인들이 신앙을 중요시하는 것을 존중해  

교회와 이슬람 사원 등의 종교건물도 지어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활동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코린도라는 이름이 파푸아에서는 길 안내 간판에 붙어 있을 만큼 유명하다. 지역 언론과 매스컴

에서 코린도의 CSR 활동을 대대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오지에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 같은  

사정을 돕기 위해 코린도 파푸아본부 클리닉 소속 의사/간호사,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약 40명

은 2015년 1월부터 매월 1회 Boven Digoel군 6~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약 300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이 봉사활동은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지난 2월 지역 신문과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지역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코린도가 

코리아와 인도네시아의 합성어라는 것을 아는 주민들은 코리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사진. 파푸아본부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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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푸아본부 의료봉사 언론보도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성공한 한국기업으로 현지사정에 밝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한국의 인재양성소 같은 곳이다. 실제로 코린도에서 근무하게 되면 인도

네시아 곳곳에 있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신입사원으

로 입사해 몇 번의 순환근무를 마치고 나면 어느새 인도네시아통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생과 졸업생들이 선배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코린도에 입사하고 싶어한다. 코린도는  

한국 산림청 녹색 사업단, 각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인턴제도를 통해 매년 해외인턴을 선발해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코린도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교류와 인적 교류뿐 아니라 기술교류도 이루

어진다. 한국과의 기술교류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쌀 부족 해결을 위한 농장  

육성 지원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코린도는 사업장이 있는 파푸아 머라우께 군에서 대규모 쌀  

농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100ha 쌀 농장 시험지 개발을 진행 중이며, 시험 농장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만 ha 면적에 벼농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종자 개량과 농기계 도입, 

농지 개간 등을 포함해 우수한 한국의 영농기술을 들여와 인도네시아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

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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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린도의 미래

코린도는 자원개발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팜, 목가공, 조림, 벼 등의 자원개발을 

확장하고 있다. 자원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일찍이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

이다. 세계 인구 증가 추세를 보더라고 결국 식량 사업과 에너지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 농산물과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이 더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더군다나, 최근 지구 환경보호 관련한 이슈가 연일 나오는 만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실로 뜨겁다. 하지만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곧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 개발은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도네시아는 매력적인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아래에서 감싸는 배 모양을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 중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를 제외한 8개 국가를 합한 국토 면적보다 더 큰 국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억5천만 명으

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중 덥고 습한 몬순 아시아 기후로 인해 국가 면적 1억9천만 ha  

중 산림면적 9천4백만 ha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열대림 면적 3위, 동남아시아 열대림 면적 1위를 

차지한다. 바이오매스가 풍부한 이 지역은 남한의 19배나 되는 드넓은 국토에 드넓은 산림면적비

율,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코린도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바이오매스 산업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동남아시아 중 인도

네시아가 지닌 바이오매스 산업의 강점을 일찍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내수

시장으로 세계 각국으로의 진출이 쉬우며 앞서 방대한 면적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다양한 생물 

종 다양성을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최적의 사업지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코린도 기업은 바이오매스를 생성할 수 있는 농장(팜, 조림)만 2015년 현재 서울

시 면적의 5배 가량인 30만ha에 이르며 점차 확장해 갈 계획이다. 코린도는 이미 진출해 탄탄한  

기반을 확보해 놓았기에, 후에 진출하려는 기업들과 협력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바이오매스 공급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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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의 팜 농장은 1998년부터 현장에서 직접 갈고 닦으며 쌓은 기술이 쌓여 탄탄하게 파푸아

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팜 오일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유럽에서 바이오

디젤 및 식용 기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인구증가와 함께 식용 오일의 사용량 증가가 예측되

는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또한, 팜은 오일 이외의 부산물들도 쓰임이 

많다. 그 예로 팜 나무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는 종류와 쓰임이 다양하다. 팜 농장에서는 줄기와 

잎 등이 연중 생성되며 공장에 열매 1톤 투입 시, 빈 열매다발(EFB, Empty Fruit Bunch)이 약 24%, 

기름 23%, 폐수 찌꺼기 19%, 섬유질 19%, 종자 껍질 8%, 종자 7% 정도가 생성된다. 이런 부산물을 

이용해 목질계 바이오매스에서 발효당 제조와 당 수율 극대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바이

오 부탄올 및 바이오 오일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사진. 팜 열매 수확

향후 목가공단지는 우드펠릿 공장 완공 후 1차 종합 목가공단지로서 연간 총 $1억 5천만 불의 

매출 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조림지에서 자란 용재용 조림목을 가공하는  

종합 자동화 합판공장을 건설하여, 매출 $5억불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오는 부산물도 바이오 에너지원으로써 부가이익을 창출해 낼 것이다. 

조림사업은 급격한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목재 수요에 대해 답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대림의 울창한 천연림을 보고 목재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혼동하기 쉬우나 

수많은 수종 중 상업 수종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천연림 생산성은 매우 낮다. 인도네시아 산주  

협회(APHI)는 2011년도의 인도네시아 천연림 1ha에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원목 양이 약 0.29㎥

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반면 인공조림은 천연림에 비해 좁은 면적에 상업 수종을 집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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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관리하므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에서 속성수종으로 조림되는 아카시아나 

유칼립투스 조림지의 경우 1년간 1ha에서 약 25㎥의 나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조림지에서 생산된 나무는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펄프나 화목으로 사용되었다. 

합판이나 제재목 등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산업에서는 직경이 크고 통직하며 갈라짐이 적고 옹이

가 없으며 밀도가 높고 무늬가 아름다운 원목이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키운 조림목으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림 수종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즉 집약용 재조림에 성공한다면 늘어나는 목재수요를 감당할 수 있음은 물론 

천연림 파괴를 막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집약용 재조림 수종 개발과 추진은 산업과 환경에 모두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코린도 그룹은 원목 사업에서 시작해 합판 사업으로 그리고 초록 바다를 만드는 조림 사업과 팜 

오일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는 식량자원인 벼 사업까지 진출하였고 이 모든 사업이 친환경에너지

원인 바이오매스 원료의 공급원이 되어 세계의 초록 내일을 위해 달려가는 중이다.

코린도는 지금까지 나은 삶과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업 철학인 선견(先見), 선행

(先行), 선점(先占)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을 통해 현재의 성공을 일구

어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은 반세기의 경험과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에 걸맞은 보다 혁신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 코린도의  

끝없는 신화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사진. 파푸아 팜 농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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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어가는 페이지 
  - 인도네시아 만평 ⅱ - 

<해석>

1. 우와, 저 반지(Batu Akik) 엄청 반짝거린다.

2. 매일 광을 내는군! 5분에 한 번씩 옷으로 닦나봐!

3. 흠... 나를 놀리는 것 같은데 반지 낀 손으로 안 맞아봤나?

4. 하하, 사용하는 사람과 대단히 대조적이군!

인니 사회에 빈부를 따지지 않고 수정반지(Batu Akik) 붐이 일어나는 것에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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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1. 르바란 때 친구 집에서 놀고 닭고기 밥도 먹어야겠다 

2. 미안해, 친구. 조카들이 다 먹고 국물밖에 안 남았어

르바란 기간 친구 집에 방문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인도네시아 풍습

Chapter Ⅳ - 기획시리즈  : 기업소개  79Chapter Ⅳ - 기획시리즈  : 기업소개  79



<해석>

1.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잠시만, Facebook 관계설정 수정 좀 하고

3. 결혼예식 중에 휴대폰 가지고 놀지 마!

결혼하는 중요한 시점까지도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있는 커플을 예로 들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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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성과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라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목재를 

경제적으로 도입하고 반입을 늘리기 위한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1)  목재, 바이오에너지 등 해외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인니, 베트남 등 13개국에 31개 업체가 

373천ha(’93~’15.6월)를 조림 실시

    가) 산업조림 247천ha(66%), 바이오조림 120천ha(32%), 탄소배출권조림 6천ha(2%)

     *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지원(조림, 가공 등) : 1,874억원(’93~’14)

2)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해 생산된 목재의 반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독려, 기반형성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한 실정

   가)  지난 4년간(’11~’1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해 목재 2,529천㎥을 생산하여 985천㎥ 

반입(반입률 38.9%)

     * 10개 기업이 7개국(뉴질랜드, 솔로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생산

3)  목재의 반입확대를 위한 여건개선, 반입여부와 연계하여 사업자에 대한 차등지원 등 다각적

인 대책 시행으로 기업지원을 강화하였음

   가)  목재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및 반입 확대를 위해 단벌기조림(SRC) 신규지원, 임산물가공

시설 지원한도 확대(20 → 28억원) 등 융자 지원 개선

     * ’15년 ㈜짐코 피지 바이오매스 조림 16억원, 우드칩 가공 28억원 지원 결정

1. 국정감사
본 자료는 지난 9월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시 해외지역협력분야 준비자료를  
발췌한 것임



   나) 목재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 이건산업 솔로몬 장기수 조림 20억원 지원(3년간 7,200㎥ 원목 반입) 등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해외산림환경 조사사업 지원, 해외산림투자 

컨설팅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15.7.21.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도 확보

참고 1.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Q&A

 ① 해외조림목의 반입률(38.9%)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내반입에 따른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목재의 수요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

로 파악되고 있음

     * 반입률 최근 4년(’11~’14) 평균 38.9%, ’14년 49.3%로 반입률 지속적 상승

     ** 반입률 추이 : (’11) 16.4 → (’12) 20.5 → (’13) 43.3 → (’14) 49.3

 ②  국내 반입이 저조하다면,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라는 당초 사업취지와는 거리

가 먼 것이 아닌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은 목재반입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목재 공급처 확보, 기업

진출 확대, 기후변화대응 등의 목적을 포괄

      또한 개도국의 원목수출 제한 확대 및 불법 벌채목 단속규정 강화 추세로 목재가격 상승이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목재공급원 확보라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것임

 ③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목재의 해외 수입목재 단가 대비 가격 및 투자의 경제성이 있는가?

   ⇒  해외 조림하여 필요한 목재를 조달시 수입목 보다 8~10%(뉴질랜드 사례)의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산조중앙회(베트남) 칩가공 영업이익률 12.2%, 동남아 조림투자 IRR=10~12%

 ④  민간기업이 추진해야 할 해외조림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 녹색사업단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녹색사업단은 사업 모델개발(인니, 파라과이), 산림조합은 민간기업 선도 및 반입기여

를 통한 민간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민간기업의 투자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와 규모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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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 현황

* 2015년 6월말 현재

1)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신고(누계) : 23개국 112건 신고(95개 기업)

구   분
진출국

(개국)

개 발 사 업 별   신 고 내 역
기업수

(개)
합계

(건)

조     림
벌채 가공

소계 산 업 바이오
탄  소
배출권

’68~’15.6 23 112 53 33 19 1 15 44 95

 2) 해외조림 실적(누계) : 13개국 32개 기업이 373천ha 조림

구분 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비고

면적(천ha) 373 319 45 9

국가(개국) 13 7 3 3

기업 36(중복) 28 4 4

* 기업 중복 : 이건산업(솔로몬, 칠레), 한솔홈데코(뉴질랜드, 호주), 녹사단(인니, 파라과이), 

3) 개발자원 반입실적(누계) : 11기업이 9개국에서 2,006천㎥를 반입

구  분 기업 국가 반입종 수량(천㎥) 비      고

합계 11 9 합계 2,006

’15년
상반기

6 6

계 112

원목 44 뉴질랜드(선창산업)

펄프용칩 46 베트남(한아G&B)

목재펠릿 2 말레이시아(한화)

베니어 20 칠레(이건산업)

’00~’14년 10 7

계 1,894 국가 : 인니, 중국, 베트남, 호주, 솔로몬, 뉴질랜드, 
           러시아
기업 : 동해펄프, 한솔홈데코, 세양코스모,  이건산업,
           TIG, 인맥, 선창산업,  한아G&B, LG상사, 
           지이에너지
국가 : 인니, 중국, 베트남, 호주, 솔로몬, 뉴질랜드, 
           러시아

원목 253

펄프용칩 1,533

목재펠릿 84

베니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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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조림 세부내역 : 32개 기업이 13개국에 372,734ha 조림

구      분(년/ha) 계 ’93~’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상
반기

비고

계 : 13개국 32개 업체 372,734 127,827 13,303 38,523 27,796 20,602 25,456 25,871 34,977 43,182 15,197

진행(12개국 27개 업체) 337,115 106,910 13,303 38,523 27,704 15,924 22,294 20,430 33,697 43,133 15,197

뉴질
랜드

한솔홈데코 8,871 8,871 - - - - - - - -

선창산업 2,619 - - - - - - - 2,224 395

솔로몬 이건산업
이건산업

17,027 12,301 589 760 860 800 417 394 440 422 44

칠  레 200 - - - 200 - - - - -

베트남

산조중앙회 16,971 13,326 482 369 675 682 554 140 208 535

한아G&B 3,029 450 675 790 168 346 500 100 - -

화이젠인터내셔널 1,266 - 100 866 300 - - - - -

인도
네시아

남방개발 19,019 13,785 - - - - - - 1,450 2,777 1,007

코린도 156,419 55,057 11,457 8,114 16,258 3,850 5,804 3,576 18,301 23,002 11,000

삼성물산 20,172 - - 18,901 - - 535 704 32 -

삼탄 7,539 - - 4,423 627 306 640 504 460 482 97

대상홀딩스 10,034 - - - 2,000 1,502 4,000 2,138 291 - 103

산조중앙회 17,334 - - - 556 3,418 3,494 4,226 2,240 3,400

LG상사 14,518 - - - 4,100 4,010 2,150 2,368 1,518 190 182

태영글로벌 1,890 - - - - - 200 600 300 790

대우ITN 8,892 - - - - - - 1,500 3,162 4,230

JC케미컬 4,572 - - - - - - 800 1,638 2,134

녹색사업단 750 - - - - - - - 250 500

효성 2,982 - - - - - - - - 1,545 1,437

무림 20 20

중  국 동성임업 3,020 520 - 1,000 1,500 - - - - -

필리핀 코리아팜스 3,300 - - 3,300 - - - - - -

파라
과이

녹색사업단 681 - - - - - - - 81 300 300

성원 2,600 2,600 - - - - - - - -

라오스 마루산업 470 - - - 460 10 - - - -

캄보
디아

덕산홀딩스 3,400 - - - - 1,000 1,200 1,200 - -

HC네트웍스 4,500 - - - - - 2,800 1,700 - -

한화 3,180 - - - - - - 360 800 1,620 400

미얀마
오토산업 1,660 - - - - - - 40 202 811 607

제로이엔씨 180 - - - - - - 80 100 -

종료(5개국 6개 업체) 35,619 20,917 0 0 92 4,678 3,162 5,441 1,280 49 비고

호  주 한솔홈데코 16,267 16,267 - - - - - - - - 매각

인도
네시아

SK네트윅스 8,246 - - - - 3,450 1,300 2,870 626 - 매각

신화진 500 - - - - 500 - - - - 불명

중  국 동해펄프 4,650 4,650 - - - - - - - - 매각

캄보디아 KC에너텍 66 - - - - - 66 - - - 폐업

우루과이 포스코 5,890 - - - 92 728 1,796 2,571 654 49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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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산물 수출 확대 방안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임산물 수출 확대 방안은?

1)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임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음

 * 임산물수출(백만$) :’10) 155 → ’12) 310 → ’14) 367 → ’15목표) 500

2)  임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반 구축, 해외시장개척 등 임산물 수출촉진대책을  

추진하겠음

    가)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수출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13) 충남 부여(표고) → (’14) 충남 청양(밤) → (’15) 경북 청도(감)

   나)  밤·감·표고·목제품·합판보드류는 품목별로 수출협의회를 결성하여 생산에서  

유통ㆍ수출까지 품질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다)  박람회·K-Food fairㆍ해외유통망 활용은 농식품부 협업강화로 시너지성과 거양,  

수출유망품목을 발굴·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3)  FTA 시장개방에 부합할 수 있는 수출전략상품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산물 수출경쟁력 도모 및 

임업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겠음

   가)  밤·감·표고·산양삼 등 단기소득임산물 4대 전략품목에 대한 對  중국 수출 경쟁력이 

높은 상품개발 R&D(6억원, 한국식품연구원)

4)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과 급부상하고 있는 할랄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

케팅을 강화할 계획임

   가) (중국시장) 고품질의 안전한 수출전략상품으로 중국 고급 소비층 공략

     * 시장개척단 파견(2회, 밤·목재), 안테나숍 운영(1건), 온라인 판촉 지원(1회, C-tr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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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랄시장) 할랄인증 지원 강화, 인증취득 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 박람회(인니 5월, 태국6월), K-Food Fair(두바이11월), 임산물 판촉·홍보(방콕 10월)

참고 1. 한·중 FTA 등 시장개방대비 수출경쟁력 강화 관련 Q&A

1) 한·중 FTA 등 시장개방 대비 임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은?

   ⇒  FTA를 계기로 임산물의 품질 및 수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등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겠음

   가)  밤, 감, 표고버섯 등 주요 임산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하여 공동수

출 선별ㆍ포장 등을 집중 지원 

      *  주요임산물 수출특화지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육성, 수출협의회(밤, 감, 표고버섯, 목제품, 

합판보드류)를 규모화·조직화하여 임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주요임산물>

 ◇ (단기임산물) 밤, 표고버섯, 잣, 대추, 감, 호두, 산양삼, 고사리, 더덕, 도라지 등

 ◇ (목재류) 합판,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2) 한·중 FTA 대비 중국시장 임산물 수출증진 방안은?

  ⇒  중국 고급 소비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출전략상품을 개발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음

   가)  중국의 고급 소비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임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특

화지역을 육성

      * (’13) 부여, 표고 → (’14) 청양, 밤 → (’15) 청도, 감 → (’16년 이후) 매년 1개소

   나)  밤, 표고, 감, 산양삼 등 단기소득임산물 4대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높은 전략

상품 R&D(한국식품연구원, ’14∼’16, 6억)

   다)  시장개척단 파견, 마켓테스트, 안테나숍 운영, 박람회 홍보, 온라인 판촉 지원 등 공격적

인 마케팅 추진

   라) 중국 현지 청도물류센터 활용을 통해 임산물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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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임산물 수출 현황

구  분 단위
2013년 2014년 증  감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합  계 410,101 366,810 △43,291 △11

목
재
류

소  계 - 93,754 - 101,537 7,783 8

섬유판 천m³ 80 33,967 68 31,568 △2,399 △7

합  판 천m³ 6 5,894 6 5,792 △102 △2

파티클보드 천m³ 4 3,716 5 4,020 304 8

목제케이스 톤 24,411 16,380 25,687 17,521 1,141 7

건축목공 톤 3,907 11,308 3,442 13,709 2,401 21

제재목 천m³ 13 9,062 19 12,470 3,408 38

기  타 - - 13,427 - 16,457 3,030 23

단
기
임
산
물

소  계 - 293,909 - 240,543 △53,366 △18

밤 톤 12,816 32,772 10,555 23,195 △9,577 △29

- 냉  동 톤 77 456 35 186 △270 △59

- 미탈각 톤 11,891 26,862 9,647 17,986 △8,876 △33

- 조  제 톤 454 1,944 519 1,851 △93 △5 

- 탈  각 톤 394 3,510 354 3,172 △338 △10

표  고 톤 146 3,030 61 1,370 △1,660 △55

- 신  선 톤 28 219 19 243 24 11

- 건  조 톤 118 2,810 42 1,127 △1,683 △60

- 조  제 톤 - 1 - - △1 △100

산양삼 톤 1 98 95 19,808 19,710 20,112

감 톤 79 1,032 57 529 △503 △49

- 건  조 톤 79 1,032 55 519 △513 △50

- 신  선 톤 - - 2 10 10 순증

호  두 톤 80 419 34 363 △56 △13

분  재 톤 31 195 37 201 6 3

새  털 톤 12,332 242,889 7,700 178,314 △64,575 △27

벽  지 톤 384 6,491 448 9,539 3,048 47

송  이 톤 13 2,781 8 2,407 △374 △13

기  타 톤 - 4,202 - 4,817 615 15 

석
재
류

소  계 - 22,438 - 24,730 2,292 10 

가공석 톤 5,860 14,128 5,721 14,804 676 5 

원  석 톤 45,665 8,310 67,209 9,926 1,6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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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DD+ 연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에서 REDD+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사유

1)  REDD+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5개국

의 REDD+ 전략 및 이행능력을 평가하여 REDD+ 시범사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2년  

신설되었음

   가) 예산(백만원) : (’12) 1,250 → (’13) 810 → (’14) 728 → (’15) 1,245

   나) 집행률(%) : (’12) 27.4 → (’13) 50.7 → (’14) 60.9 → (’15) 62.6

       ※  ’15년 예산은 미래부 지시로 산림과학연구 사업 중 기후변화 대응 관련 4과제 이동(645

백만원)

2)  국제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REDD+ 사업이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사업목표를 대한민국의 녹화성공사례를 적용한 한국형 REDD+ 모델 개발로 수정

하였음

3)  이에 따라 연구비는 실수요 중심으로 축소하고,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성화 연구, 탄소흡수원 정보통계기반 구축 등의 연구를 당초 예산으로 운영한데 기인

하였음

4)  최종 사업연도인 2016년에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타당성 연구(인도네시아 롬복)를 토대

로 한국적 특색의 REDD+ 사업을 구체화하여 연구 성과(가이드라인 발간 등), 예산 집행 등 

사업 내실화를 확보하겠음

참고 1. REDD+ 연구사업 Q&A

가) REDD+ 파트너쉽 구축을 제외한 다른 세부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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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까지 REDD+ 체계가 설립될 계획이었으나, 국제협상이 지연되어 2013년 말에야 

REDD+ 체계의 틀이 합의됨에 따라 REDD+ 시범사업 확대를 재검토하게 되어 추진이  

안 됨.

  ※ 주요 예산 집행 부진 사유

     - (’12년) REDD+ 국제네트워크센터 설립 취소 등 → 기후변화대응 관련 과제 지원

     -  (’13~’14년) 5개국 대상의 시범연구를 국가별 REDD+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축소하여 추진 → 기후변화대응 관련 과제 지원

	 나)  매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상황을 반영하여 실제 소요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 않았나?

    ⇒  연구목표를 수정하면서 실소요 수준으로 연구비를 축소하였으나, 기후변화대응연구 

(산림탄소상쇄, 탄소흡수원 등)를 지원한 데 기인함.

본래 최종 목표였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및 산림 ODA 지침 개발 등 연구성과 극대화 및 예산 집행률 제공에 힘쓰겠음.

  ※ REDD+ 연구사업의 목표 수정

     -  2012년 : ①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국내), ②아시아 파트너쉽 구축 및  

국제전문가 양성, ③시범사업 등

     -  2014년 : ① REDD+ 대상국 국가전략 평가, ② 대상국 REDD+ 사업 사례 분석, ③인니 

(롬복) 타당성 연구를 통한 한국형 REDD+ 사업모델 개발

  ※ 한국형 REDD+ 사업 모델(K-REDD+)

       사업대상국의 토지이용 및 탄소축적변화 평가, 산림경영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산림자

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한국의 녹화성공 비결을 적용하는 등 타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한국 스타일의 REDD+ 모델

다) 한국형 REDD+ 모델이 개발되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  중점사업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공사례

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청이 추진하는 

REDD+ 사업이 성공되도록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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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림 ODA 지침 구축과 REDD+ 사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선진국들은 대부분 산림 ODA의 한 형태로 REDD+ 사업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ODA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산림청의 REDD+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함.

 마) 산림청 REDD+와 과학원 REDD+ 연구사업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  산림과학원이 REDD+ 연구사업을 통해 중점사업 대상국의 정책, 역량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의 REDD+ 시범사업 설계와  

추진을 지원함. 

참고 2. REDD+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방향 전환

1) REDD+ 정 의

  가)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산림보전을 포함하는 황폐화 방지 및 탄소축적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활동

2) 배  경

  가) 국제정세 변화 반영 및 산림청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회피

     - 기후변화협약에서 REDD+가 CDM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산림청의 REDD+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조사, 정보제공 체제로 변경

3) 예산 운영의 효율성 추구

  가)  산림청 REDD+ 시범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산림청 투자 대상국의 국가 REDD+ 

전략 검토 및 사례조사 선행 연구에 집중

  나) 실 소요예산 지출과 관련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에 투자하며 규모 축소

     - ’12 1,250백만원 ⇒ ’13 810백만원 ⇒ ’14 728백만원 ⇒ ’15 1,245백만원

     - 2014년 이후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사업으로 제목 변경, 타 과제 포함

       * 순수 REDD+ 연구비 : ’14 232백만원, ’15 160백만원

       * 탄소흡수원 정보통계 기반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 연구 등에 전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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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DD+ 연구사업의 목표 수정

  가) 2012년 : 

     ①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내 사무국 설치, 

     ② 아시아 파트너쉽 구축 및 국제전문가 양성, 

     ③ 시범사업 등

  나) 2014년 :

      ① 산림청의 REDD+ 대상국의 국가전략 평가, 

      ② 해당국의 REDD+ 사업 사례 분석, 

      ③ 인도네시아(롬복)에서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한 한국형 REDD+ 사업모델 개발

4) REDD+ 연구사업의 최종목표

  가) 대상국의 REDD+ 국가전략 및 사례분석, 한국형 REDD+ 모델 정립

     -  인도네시아(롬복)의 타당성 연구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녹화성공 사례를 적용하여 한국

형 REDD+ 모델 개발

     - ‘녹색 ODA’ 모델 및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라.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지 사후관리 대책

      2016년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종료 후, 조림사업지의 몽골정부 이관 및 사후관리 방안은 

     있는가?

1)  한국과 몽골 정상간 합의(’06년)에 근거한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07∼’16)을 통해 몽골  

사막화 지역 3,000ha 조림 추진 중임

   가) ’14년까지 1,946ha 조림완료, ’15년 500ha, ’16년 600ha 조림 예정

  * 연도별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조림 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획

’16
계획

사막화방지 
조림 실적(ha)

3,000
(계획포함)

사업기반 
조성

200 223 228 257 290 300 448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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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종료 즉시 이관이 어려운 상황임

	  가)  ’12년부터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림지 사후관리 

이관을 요청

   나)  지난 8월 산림청장 몽골 방문시 관계자(환경녹색성장관광부 차관 및 몽골의회 환경식량

농업상임위원장)와 회의를 통하여 이관 문제를 재차 강조하였으나 몽골정부는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으로 이관 연기를 요청

3)  사업 종료를 대비하여, 몽골정부의 조림지 사후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이관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가)  현재 몽골 정부 산하단체와 계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50ha의 조림지에 대해 사후관리  

위탁을 실시하는 등 몽골 측의 역량 강화 노력중임  

   나) 몽골정부와 구체적인 이관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참고 1.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지 사후관리 Q&A

 가)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종료 시 조림지는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  조림지 관리는 몽골정부에 이관하여 몽골정부가 관리하게 될 것이나, 몽골 정부는 기술

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 이관이 어려운 형편임

 나) 몽골 정부의 관리 이관이 어렵다면, 대책은 있는가? 

   ⇒  몽골 정부와의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조림지의 이관을 추진하겠음  

참고 2.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몽골지역 조림사업을 통해 황사피해 저감 및 사막화방지

   나) 사업 기간 및 사업비:  2007~2016(10년간), 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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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행 기관: 그린벨트사업단(한국 산림청, 몽골 자연환경녹색성장관광부)

 라) 사업 대상지: 룬, 달란자드가드, 바양작

 마) 사업 내용: 사막화방지 조림 3000ha, 현지 인력 능력배양, 조림 및 관리 기술 전수 등 

2) 추진실적

  가) 사막화방지 조림 

      - ’14년까지 그린벨트 조림, 싹사울(현지 자생수종) 복원 등 총 1,946ha 조림

      ※ ’13〜’14년 기간중 바양작지역 530ha 싹사울 숲 복원 조림

구 분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획

’16
계획

사막화방지 조림 
실적(ha)

3,000
(계획포함)

사업
기반 
조성

200 223 228 257 290 300 448 (500) (600)

 나) 효율적 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양묘장 조성 운영  

    - 양묘장 3개소 조성 및 관리·운영(룬 20ha, 달란 24ha, 바양작 1ha)

 

 다) 조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조림기술교육센터 설치 운영(2개소)

      - 룬솜, 달란자드가드 각 1개소, ’14년 현재 약 3,540 여명 사막화 교육 실시

  라) 기술 교류를 위한 연수생초청 교육 및 단기 전문가 파견

      - 현재까지 몽골 산림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총 126명 초청연수 실시

3) 향후계획

  가) 2016년까지 총 3000ha 그린벨트 조림 완수

  나) 2016년 사업 종료 대비 조림지 이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다) 몽골 그린벨트조림사업 후속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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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6차 세계 산불총회 그 시작을 열다

산불의 효과적 관리와 국제적 협력 대응을 논의하는 2015 제6차 세계산불총회가 12일 전시장  

개막식과 총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 간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개막식은 신원섭 산림청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주요 VIP가 참여한 가운데 전시장 앞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여한 VIP는 전시장 내부를 돌아보며 산림청 홍보관을 방문해 우리나라 

산불진화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후 진행된 개회식은 800여 명의 참석자가 식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되었다. 신원섭 산림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최문순 강원도 지사 역시 DMZ 내 산불 관리의 필요성을 

2. 세계 산불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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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5년 세계산불총회 개회식

사진. 반기문 UN 사무총장

주장하고 개최지 평창을 각인시키는 환영사로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있었다. 아울러 탄성을  

자아내는 페인터즈 히어로의 특별공연으로 개회식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으며 참석자 모두 한마

음으로 공연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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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5년 세계산불총회 식전행사

나. 산불, 그 역사와 오늘 그리고 우리

13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전체회의1에서 브렛 쉴즈 공간정보연구소 아태지역 과장이 진행을 

맡아 산불관련 유산에 대한 발표를 이끌었다. 

제1연사로 나선 스티브 파인 애리조나 주립대 생명과학대 교수는 ‘불의 오랜 역사’라는 주제로 

지난 4억년 동안 우리 인간에게 ‘불’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특히 인간에 의한 불의 지배

가 시작되고 화석 연료 활용과 그에 따른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과 불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해주었다.

 

이어 남아공 포트 헤어 대학의 윈스턴 S. W. 트롤로프 교수는 생물다양성 증대, 서식지 및 먹이 

제공, 특정 식물의 잠식 방지등 산불의 유용성을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불을 지배하게 될 때의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여 산불을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전체회의2에서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의 진행에 따라 산불과 지역공동체를  

대주제로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미국 산림청의 사라 맥카프리 박사는 산불관리가 사회적 과정임

을 강조하며 비록 산불관리에 있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단일한 접근 방법은 부재하다 할지라도,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동참해야한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강조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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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UN 식량 농업기구(FAO)의 산불관리사업 책임가 피터 반 리옵 역시 공동체 기반  

산불관리(CBFiM, Community Based Fire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거 공동체 참여

에서 현재 공동체 기반으로의 변화과정을 조망하고 자금유치 방안 및 관련 법제정 문제 등 오늘날 

공동체 기반 산불관리(CBFiM)가 직면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진. 세계 산불총회

이외에도 산불관리 방안 마련과 법제정 등 가능한 모든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식과 경험이 존중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UNESCO 베이루트 지역 사무소의 조셉 크레이디 과장의 개인사정으로 16일 발표예정이

던 ‘UNESCO 유산에 대한 산불의 위협과 관리’에 관한 기조발언이 진행되었다. 과거 자연적 산불 

발생에 따른 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증가하는 산불로 자연문화 유적지가 파괴될 위협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UNESCO 유산을 산불의존도 및 유관성에 따라 구분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산불

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래잡이의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며 불을 지폈던 독일의 Biikebrennen 사례

에서 처럼 ‘불’ 그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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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 산불총회

사진. 세계 산불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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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산불을 잡아라

 총회 3일차를 맞은 14일, 많은 관심 속에 준비되어 온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이 개최되었다.  

신원섭 산림청장, 맹성규 강원도 부지사, 톰 하버(Tom Harbour) 미국 산불항공관리과장 등 VIP를 

비롯한 800여명이 관람석을 가득 메웠으며 국악창작그룹 ‘자락’의 축하공연이 열기를 더했다.

산림청은 매년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 32개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총회 개최에 발맞추어 우리의 산불진화  

경험과 노하우를 전세계 참가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되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에 최적화된 대응 모델이 산불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더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오늘 훈련은 최초 산불 발생신고와 이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고, 그리고 산불진행 양상에 

따른 단계별 진화 등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 실시되었다. 

참관자들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등 중앙기관 및 군·경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한 협업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특히 진화에 나선 헬기들의 위용과 적소에 

뿌려지는 진화용수 투하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탄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총회 참석자들은 좁은 슬로프 면적 등 안전상 우려 요소에도 불구 하고 헬기나 인명에 대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훈련을 마친데 대해 준비와 훈련과정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라. 더 나은 산불관리 전략과 기술을 고민하며

폐회를 하루 앞둔 15일, ‘합산불전 략관리’와 ‘산불방재기술’을 주제로 전체회의가 재개되었다. ‘

통합산불전략관리’에 대해 논의한 전체회의3에서는 지중해산림생태계연구소의 가브릴 산토폴로

스 (Gavrill Xanthopoulos)가 좌장을, 미국 산림청 산불항공관리과의 톰 하버(Tom Harbour) 과장과 

요한 골다마(Johann Goldammer) 지구산불모니터링센터(Global Fire Monitoring Center : GFMC) 

의장이 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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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 산불총회

하버 과장은 46년간 산불 및 재난관리에 종사하며 품어왔던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더욱 열정적으로 고민할 것을 청중들에게 주문했다. 향후 큰 산불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나 두려움과 여러 규제로 인해 조직차원의 대응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하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사람, 숲, 불’이 모두 고려되는 통합전략을 만들어 나가

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합의도출과 ‘사람’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골다마 의장 역시 오늘날 산불은 점점 더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그 영향은 

국경을 초월해 나타나고 있어 통합적 산불관리전략이 어느 때 보다 필요 하다고 전제하고, 역내  

대화 촉진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 기구(OSCE)의 사례, 능력 배양을 위한 

EuroFire 프로젝트, 국제산불 항공실무그룹(IFAWG) 활동 등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

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청중들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하였다.

이어진 전체회의4에서는 미국 산림청의 러스 파슨스(RussParsons) 생태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산불방재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산불관리청의 롭 로저스(Rob Rogers) 차장이 불참하

게 됨에 따라 스티브 요크(Steve Yorke) 치안감이 대신 맡아, 2013년도에 개발된 방화형태분석시

스템(Arson Trend Analysis System : ATAS)에 대한 정보를 제공 했다. 

과거 수작업으로 진행된 방화 패턴 및 피해상황 등의 분석이 현재 ATAS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써,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 졌으며 각종 교육에도 

활용되는 등 시스템 도입에 따른 다양한 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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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설자인 코임브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도밍고 비에가스(DomingosViegas) 교수는  

산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불의 전개양상(Fire Behavior)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구 및 실증 사례를 구체적이고  

흥미있게 제시했다. 초목의 건조 정도, 바람의 강도 등 인근상황에 따라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번져나가며 진화인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의 전개양상을 ‘Extreme Fire Behavior’로  

명명하고, 이를 일으키는 세 가지 형태의 산불(Eruptive Fires, Junction Fires andSpot Fires)의 전개 

양상을 보여주며 산불관리에 있어 최우선 과제인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 세계 산불총회

사진. 세계 산불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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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진으로 보는 산불총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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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스 프로그램

이번 총회에서는 산불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토론 의 장인 유스 프로그램(Youth Pro-

gram)이 처음으로 개최 되었다.

김용관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은 개회사에서 산불분야 국제협력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을 

격려하였다.

13개국 18개 팀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1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그동안 준비

해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젊은이들의 참신한 시각과 열정적인 발표가 빛났다. 

사. 글로벌 네트워크

이번 총회에서는 5개 지역별 회의의 결과와 권고사항을 공유하는 글로벌네트워크(Global Wild-

land Fire Network : GWFN) 회의가 개최되었다.

요한 골다마 (Johann Goldammer) GFMC 의장의 주재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협력 

확대, 공동체 참여 증진, 재정확대 및 통합적 산불관리 필요성 등이 여러 지역의 공통적인 권고사

항으로 소개되었다. 

지중해/근동(近東) 지역 클러스터의 엘레나에르난데스(Elena Hernandez) 의장은 산불관리에 

있어 정치인들의 관심과 대중 및 미디어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골다마 의장은 각 국가

에 통합산불관리개념을 도입하고 경관을 고려한 산불관리 능력을 배양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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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Ⅵ

REDD 관련동향

1. REDD 소개



가. REDD 정의

 REDD는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의 약자로 산림 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활동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저감노력은 산업 국가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탄소 흡수를 위한 나무의 식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저감을 위하여 보다 더 새롭고 효과적인 보전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접근 

방법 중 하나인 REDD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나. 인도네시아 산림부분 국가간 양자 협력

1) 독일

  가. ’07년, 기후변화(산림, 도시 온실가스, 지열 등 3개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결성

  나.  FORCLIME(Forest & Climate Change Program)은 기술(TC) 및 재정협력(FC)으로  

구성

  다. ’10-’17까지 BMZ의 2천만 유로를 Kwf(독일개발은행)에서 지원

     (1) 사업실행은 산림부(기획국) 및 지방정부가 담당, 기술자문은 GIZ(독일국제협력단)

  라. FORCLIME은 3가지 Component로 구성

       ① SFM과 REDD 제도 및 규정, 

1. REDD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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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SFM과 REDD 산림행정개혁을 시범사업지에 적용

       ③ 시범사업지에서 효과적인 자연자원관리 및 빈곤층 삶의 질 개선

    마. 12년까지 1단계 지원, 13-16년까지 2단계, 20년까지 3단계 지원

    바. 인니 산림부는 장관령(P.47/2011)을 제정하여 3개 군수에게 REDD 시범사업 임무 부여 

2) 호주

  가. ’07. 7월, 1천만 AUS$ 지원 약속

    ※  IFCA(Indonesian Forest Climate Alliance) 1백만, REDD 방법론 및 파일럿 컨셉 3백만,  

피트관리(산불포함) 3백만, 산림탄소 모니터링 2백만, 프로그램 준비 1백만    

   

 나. ’07. 9월, KFCP(Kalimantan Forest and Climate Partnership) 3천만AUS$ 합의

   

 다.  ’08. 7월, 양국 정상간 IAFCP(Indonesia Australia Forest and Climate Partner-

ship) 서명

    ※ ①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② 산림탄소 모니터링,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③ 시범사업 개발

  

  라. ’09. 2월, KFCP 양자협약 체결

  마. ’10. 3월, SFCP(Sumatra Forest and Climate Partnership) 3천만AUS$ 발표

    사.  ’10. 12월, 프로그램 기간연장(’13년 중반까지) 및 사업비 3천만AUS$ 추가 지원(총 1억

AUS$)

3) 노르웨이 

  가. ’10. 5월, 인도네시아-노르웨이 투자의향서(LoI) 체결(’16년까지 10억$지원)

    ※ ’10년에 3천만, ’14까지 2억, 나머지 8억$은 성과를 보고 지원

       (국가전략수립, 전담기관 설립, MRV 시스템, 자금관리, 토지이용권 개혁, DA 등)

  나. ’10. 12월, 노르웨이 REDD+ 첫번째 시범 사업지 선정 (중부 칼리만탄)

  다. ’11. 5월, 천연림 및 이탄지에 대한 2년간의 Moratorium 선언

  라. ’11. 9월, REDD+T/F, 중부 칼리만탄과 REDD 시범이행 협력에 관한 MOU 체결

4) 일본

  가.  BOCM(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 실행을 위한 민간기업에 Feasibility Study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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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1. 11월 일본정부와 인니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협약 체결

  다. ’12. 3월, JICA-인니 산림부간 산림부문 양자협약에 서명

  라.  새로운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안한 서부 및 중부칼리만탄에서 I-J REDD+ (Indone-

sia-Japan  Project for Development of REDD+ Implementation Mechanism) 프

로젝트 준비중

다. REDD 이해

 1) 논의 동향

   가.  ’05. 11차 COP(몬트리올)에서 파푸아뉴기니와 코스타리카가 산림전용방지를 통한 온실가

스 감축 문제를 공식의제로 제안하면서 국제적 논의 시작

   나. ’07. 13차 COP(발리)에서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 REDD+로 확장

      -  REDD+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및 ①산림 보존, ②SFM, ③탄소축적 증대활동

   다.  ’09. 15차 COP(코펜하겐)에서 ’12년까지 개도국의 REDD+,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활동, 

기술개발, 역량구축을 위한 단기재정 300억$ 마련에 합의

      ※ 기후산림회의(오슬로, 2010. 5) : 58개국 REDD+ 파트너십 결성, 40억$ 개도국 지원약속

   라. ’10. 16차 COP(칸쿤)에서 REDD+활동의 범주를 명확화, Safeguard 포함

   마. ’11. 17차 COP(더반)에서 녹색기후기금 설치와 개도국 REDD+ 자금을 기후기금에서 지원

   바. ’12. 18차 COP(도하)에서는 성과기반 재정 지원 활동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함

 2) REDD 사업 이행 절차

   가. 대상지 선정(경계확정) 및 현황조사(지리적 특성, 토지이용현황, 토양 및 기상현황)

   나. 토지이용변화 시계열 분석(위성사진)

   라. 산림조사(식생, 임목축적, 생물다양성) 및 탄소량 측정(방법론 선정 또는 개발, 표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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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회경제조사(인터뷰, 설문조사, FGD) - 토지이용권, 갈등현황

   바. 산림전용 및 황폐화 원인, 위협요인 분석(벌채, 산불, 경작, 제도, 관습 등)

   사.  Baseline 설정(토지이용계획, 산림전용전망 등) - with/without 프로젝트, leakage 

(누출) 계산 ⇨ 추가성(감축량)

   아. PDD(Project Design Document) 개발

   자. PDD 등록 및 검증

   차. 사업이행(복구조림, 시설물 설치, 역량강화, 산림보호프로그램, 관리시스템 개선 등)

 3) 기타

   가.  REDD 국제표준 : VCS(Voluntary Carbon Standard), CCBS(Climate, Commu-

nity & Biodiversity Standard), Plan Vivo, CFS(Carbon Fix Standard), 

ACR(American Carbon Registry), CAR(Climate Action Reserve), ISO 14064, 

Social Carbon 등 

   나.  유용한 웹사이트 : forestclimecenter.org, theredddesk.org, forestcarbonasia.

org, reddplusdatabase.org, redd-database.iges.or.jp, redd-indonesia.

org, satgasreddplus.org

   다. 세계 최초의 REDD 크레딧 발급 : 케냐의 Kasigau Corridor 프로젝트(’11. 5, VSC) 

   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초로 승인한 REDD 프로젝트 : Rimba Raya(’12. 12) 

라. REDD 기본용어

1) NAMAs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국가자발적 감축행동 

   

 가. Post-2012 체계에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 개발도상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감축활동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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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은 개도국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그리고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MRV 체계를 거쳐 감축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주거나, 탄소시장

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 Bali Action Plan(BAP)의 공식의제로 채택 [1(b) ii] 

2) MRV :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가. ’07 발리 기후변화총회에서 등장

   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행동이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미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산정을 위해 필요 

3)  Reference Level ≒ Baseline

   가.  REDD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기준선

   나.  Reference Level과 실제 감축량과의 차이가 배출권

   다.  Baseline은 Business as Usual Baseline과 Crediting Baseline이 있으며, Refer-

ence Level은 엄밀히 말하면 Crediting Baseline

 4) Carbon accounting

   가. 탄소 저장고(Carbon Pool)의 탄소량 변화를 추적하여 측정하는 과정

5) Safeguard

   가. ’10 칸쿤 기후변화 총회에서 등장

   나. 프로젝트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6) FPIC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가.  Safeguard 구현수단중 하나로 지역주민에게 강요나 조작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토록  

하고, 사업 시작전 미리 필요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며, 사업관련 충분한 정보를 접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최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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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NA :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가. 프로젝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승인레터를 발급해 주는 국가기관 

8) Validation & Verification

   가.  Validation :프로젝트 등록시 제3자 기관에서 하는 적합성 평가(제안한 탄소표준에 맞는지 

평가)

   다.  Verification : 프로젝트 진행중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온실가스 모니터링 결과에 제3자에  

대한 평가

마. REDD 프로그램

1) UN-REDD 프로그램(FAO, UNDP, UNEP)

   가. UN-REDD는 ’08년 발족, 46개국의 REDD 준비활동을 지원(16개국 자금지원 승인)

         ※  16개국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PNG, 필리핀, 솔로몬, 베트남, 스리랑카, 볼리비아, 에

콰도르, 파나마, 파라과이, 볼리비아, DR콩고, 콩고, 탄자니아, 잠비아

   나.  ’09. 3월, UN REDD 정책위로부터 인니 프로그램 자금지원 승인(5.6백만$, ’10. 10 ~ 

’12. 6)

   다. ’10. 10월, UN-REDD 시범지역 선정 (중부 술라웨시)

   라.  REL 방법론 개발, 국가 산림 인벤토리 DB 구축, 중부 술라웨시의 기후변화 종교연맹 결성, 

교육훈련, REDD 시범사업을 위한 5개군 선정, 중부 술라웨시 REDD 이행계획 수립

 2) World Bank의 FCPF(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가. ’07. 7월 G8 정상회의(독일) 및 12월 13차 COP(발리)에서 World Bank가 제안하여 채택

       - 현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멕시코, 페루, 카메룬, 케냐 지원 중 

   나.  ’09. 6월, 인니정부는 FPCP 위원회에 제안서 제출, ’11. 6월, 360만$ 승인

   라.  ’13년까지 제도, 규정, REL(reference emission level), MRV, 역량개발, 시범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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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orld Bank의 FIP(Forest Investment Program)

   가.  ’08. 9월 선진국의 61억$ 규모의 공여약속을 바탕으로 World Bank 주도로 창설된 CIF 

(Climate Investment Fund)의 핵심 프로그램

   나.  시범 국가 : 8개국(브라질, 인도네시아, DR콩고, 라오스, 멕시코, 페루, 가나, 부르키나파소) 

   다. 지원규모 : 7천만$(grant 37.5백만, loan 32.5백만)

   라. ‘11. 1월 FIP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22.5만$을 ADB를 통해 지원

   마.  FIP는 지역차원의 REDD+와 SFM 이행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여 지역과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은 KPH 시스템과 공동체 산림관리에 중점 

   바. 그동안 계획수립 및 발표, 평가, 공개 의견수렴 등을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승인 대기 

 4) USAID의 IFACS(Indonesian Forest and Climate Support) 프로젝트

   가. 4년간(’10. 10 - ’14. 9) 총 4천만$  

   나.  지원대상 군 : Ache Selatan, Ache Tenggara, Katingan(Pulang Pisau 포함), 

Ketapang (Melawai 및 Kayong Utara 포함), Sarmi, Mamberamo, Mimika, As-

mat

        - NGO, 대학, 중소기업, 기타 시민사회단체 지원(기관당 8억 5천만Rp까지 지원)

 5) Allreddi (Accountability and local level initiative to REDD in Indonesia)

   가.  World Agroforestry Centre의 지역단위 REDD 연구, 조사(’09-’11, EU에서 1,123천

유로 지원)

   나. 대상지역 : 4개주(잠비, 남칼, 고론탈로, 파푸아), 1개군(동자 Pasuruan)

   다. 파트너 : 산지기획국, Brawijaya 대학(동자 말랑), 농지자원연구 및 개발센터(ICALLRD)

   라.  사업내용 : 국가탄소계정시스템 개발, 탄소 모니터링 역량강화, 5개주의 REDD 메카니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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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REDD ALERT 프로젝트

   가.  Macaulay Land Use Research Institute(영국, 프로젝트 책임), CIFOR 등 EU, 아시

아, 아프리카 중남미 12개 연구기관이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잠비, 람풍, 동부 칼리만탄을 대상으로 연구 

바. REDD 사업 유형별

 1)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관여 프로젝트

   가. FORCLIME(독일) : Kapuas Hulu(서칼),  Malinau(동칼), Berau(동칼)

       - 산림부 계획과(Helmi Basalamah, Biro Perencanaan)

   나. Merang 프로젝트(독일) : Muusi Banyuasin(남수) - 산림부 이용국(BUK)

   다.  KFCP(호주) : Kapuas(중칼) - 산림부 FORDA (Asari → ’13. 4월부터 Sulistyo Ah-

mad Siran)

        ※ ’12. 10. 산지기획국(DG. Planologi)에서 FORDA로 사업 이관

   라. Meru Betri(ITTO) : Meru Betri(동자) - 산림부 FORDA (Ari Wibowo)

   마. Berau(TNC) : Berau(동칼) - 이용국 (Ahmad Pribadi, KLN)

 

 2) 배출권 판매 목적의 프로젝트

   가.  Ulu masen(아체), Kampar Ring(리아우, APRIL), Kampar carbon reserve(리아

우, APP), Rimba Raya(중칼), Sebangau 국립공원(중칼, WWF), Katingan 피트 

(중칼), RHOI(동칼), Malinau(동칼), Mamuju(서술), Mamberamo & Mimika(파푸아)  

 

 3) 각종 펀드를 받아 국제 NGO 수행

   가.  WWF : Tesso Nilo 국립공원(리아우), Sebangau 국립공원(중칼), Kuati Barat(동칼), 

Jayapura(파푸아), Merauke-Mappi-Asmat(파푸아)

   나. FFI : Ulu Masen(아체), Kapuas Hulu(서칼), Ketapang(서칼), Merangin(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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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lobal Green : Seberut island(서수), East Borneo(동칼)

   라. Global Eco-Rescue : Leuser 국립공원(아체), Malinau(동칼)

   마. BOS Foundation : Mawas(중칼), RHOI(동칼)

   바. BirdLife International Consortium : Harapan Rainforest(남수&잠비) 

 

 4)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사업 수행

   가. April : Kampar Ring(리아우), 

   나. APP : Kampar carbon reserve(리아우)

   다. PT. Rimba Makamur Utama : Katingan peat(중칼)

   라. PT. RHOI : Kutai Timur & Kutai Kartanegara(동칼)

 

 5) 오래된 산림보호활동을 REDD로 전환

   가.  Tesso Nilo(리아우), Harapan Rainforest(남수&잠비), (중칼) Mawas, Sebangau 

(중칼), Lamandau(중칼), RHOI(동칼), Nantu(고론탈로), Meru Betiri(동자)

 

 6) 대상지가 PEAT인 프로젝트

   가.  Leuser(아체), Kampar Ring(리아우), Kampar carbon reserve(리아우), Berbak 

(잠비), Merang(남수), Danau Siawan(서칼), Sungai Putri(서칼), Kapuas hulu & 

Ketapang(서칼, FFI), Kapuas Hulu(서칼, Forclime), Kapuas(중칼, KFCP), Kat-

ingan(중칼), Maswa(중칼), Sebangau(중칼), Rimba Raya(중칼), Berau(동칼, 

Forc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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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도네시아 REDD 시범사업리스트

주 프로젝트 개발자 사업비 기간
면적
(ha)

지역특징 비고

아체
Ulu Masen (6개군) FFI, Carbon Conservation, 48.4백만$ '05-'08 75만 HL, HP CCBA승인('08. 2)

Leuser 국립공원 GER, Reuser 생태계관리단 225만 피트, 야동

리
아
우

Tesso Nilo 국립공원 WWF 90만$ '09-'13 16만 TN, HPH

Kampar ring APRIL, Leaf Carbon 1백만$ '06-'09 30만 피트, HTI

Kanmar carbon reserve APP, Carbon Conservation '09- 1.5만 피트

잠비

SFCP AUSAID 사업 포기 검토중

Berbak 국립공원 ZSL, Darwin Initiative 52만$ '09-'12 24만 피트, TN

Merangin FFI, Darwin Initiative 20만$ '10-'13 2만 HP
Community Carbon 
Pool

서수 Seberut island Global Green 8만 HP, TN

남수

Merang (Musi Banyuasin) GIZ, BMU, KfW, 2.1백만€ '08-'12 2.4만 피트 사업종료

Harapan rainforest(남수&
잠비) 

PT REKI, BMU, KfW, 3천만$ '11-'16 10만 HA, RE
BirdLife International 
consortium 

북수 Batang toru
Yayasan Ekosistem Lestari, CI, 
ICRAF

7.5만 오랑

서칼

Forclime (Kapuas Hulu) GIZ, KfW 총 2천만€ '09- 3만 피트 '11. 5 킥오프

Kapuas Hulu FFI, Macquarie, BioCarbon
PT Wana Hijau Nusantara

1백만$ '10-
'10-

3.9만
피트, HPK

Danau Siawan peat 

Ketapang 1백만$ 1만 Sungai Putri peat

Ketapang
FFI, AusAid, FCO
PT. KAL 및 PT. CUS

33만$ '10-'12 2.7만 APL 오일팜 RED

Ketapang,
Kapuas Hulu

FFI, Packard Foundation, Aus-
AID, FCO, USAID, EU

1.5백만$ '10-'13 1.4만
HP, HD, 
APL

Community Carbon 
Pool

중칼

Rimba Raya(Seruyan) 
Infinite-Earth, PT Rimba Raya ,
OFI, Clinton F., Shell(캐) 

2.5백만$ '08- 9.1만 피트, 팜
Valiidation('11.9), 국가
승인('12.12)

KFCP (Kapuas)
AUSAID, WWF, CARE, BOS, 
Wetlands I

3천만$ '09-'13 12만 피트, KPH
'11년말~'12년초 7개마을
과 마을협정

Sebangau 
(Kapuas, Baito S.)

WWF, Deutsche Post, Krom-
bacher

2백만$ '11-'13 8.5만 피트, TN
'13 CCBA의 Validation 
진행중

Mawas (Kapuas, Baito S.)
BOSF, 네덜란드, Shell(캐), Win-
rock I.

75만DKK '06-'09 24만 피트, BOS '08 방법론 PDD 개발

Lamandau 
(Kotawaringin B.)

ICRAF, Clinton F., OUF(영), Rare 
Conservation,  Yayorin 

'09- 24천 야동보호 버퍼존 탄소증진 

Katingan 피트복구
(Katingan, Kotawaringin 
T.)

Starling Resources, PT. Rimba 
Makmur Utama, CCI, ITTO, 홋까
이도대학, Marubeni, Clinton F.

15백만$ '11-'15 22만 피트, HP RE가 컨셉

동칼

East Borneo Global Green 13만 HL, BOS

Berau 산림탄소 TNC, USAID, Norad, AUSAID 5.1백만$ '08- 220만 HP, HL, 팜

RHOI 
(Kutai T.,  Kutai Kar-
tanegara)

PT. RHOI, BOS 8.6만 RE '10. 8월 RE 허가획득

Kuati Barat WWF 2.4백만€ '09-'13 386만
EU의 I-redd 프로젝트 대
상

Malinau
GER, Inhutani 2, Winrock I., 
Tropical Rainforest F.

'07- 26.5만 대부분 HP

Forclime(Malinau) GIZ(독), KfW 총 2천만€ '09- 4만 11.5 킥오프

Forclime(Berau) GIZ(독), KfW 총 2천만€ '09- 3.4만 피트 11.7 킥오프

서술 Mamuju Habitat Keep the habitat, Inhutani Ⅰ 7백만A$ '08- 3만 야동보호 펀드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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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술
Poigar (Bolaang Mon-
gondou, Minahasa S.)

ONFI(프), Green Sinergie, FFEM
8-10백만
€

'09- 3.5만 KPH

고론 Nantu 국립공원
Yani, ADM capital, Darwin Ini-
tiative 

19.6만€ '04-'08 6.3만
TN, 야동보
호

타당성 조사

파푸 Jayapura WWF 2.3백만$ '09-'12 45만

파푸 Merauke, Mapp, Asmat WWF 진행여부 파악 안됨

서파 Mamberamo, Mimika Newforests, PT Emerald Planet 11백만$ '08- 26.5만 지연

동자 Meru Betiri 국립공원 ITTO, FORDA 97만$ '10-'13 5.8만 TN

NTT TEBE KYEEMA Foundation, Ausaid 12.7만$ 진행여부 파악 안됨

아. 인도네시아 REDD 주요 참고 사항

● FFI : Fauna & Flora International

● Carbon Conservation : 2007년 호주에서 설립된 환경기업

● CCBA : The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 Alliance 

● GER : Global Eco-Rescue, 2006년 설립된 스위스 산림관리 서비스 기업

● APRIL : Asia Pacific Resources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펄프제지회사)

● Leaf Carbon Ltd : 2008년 호주에서 설립된 산림탄소기업

● APP : Asia Pulp & Paper

● ZSL : Zoological Society of London

● Darwin Initiative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영국정부의 국제기금

● DFID : UK aid from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REDD+ Community Carbon Pool 프로그램 : FFI 주도 산림거버넌스 프로그램(캄, 필, 베도 시행)

● Global Green : 1993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 환경단체

● GIZ :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BMU :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 KfW : German government-owned Development Bank

● CI : Conservation International, 1987년 미국서 설립된 국제 환경단체

● ICRAF : 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 Agroforestry = World Agroforestry Centre

● Macquarie : 호주 금융그룹

● BioCarbon : World Bank가 만든 산림(생태계)탄소 프로젝트 지원 기금

● FCO : 영국 외무성의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 Packard Foundation :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재단

● Infinite-Earth : 2008년 Rimba Raya 사업을 위해 Envision 그룹이 설립한 홍콩기반 산림탄소개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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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I : Orangutan Foundation International, 1986년 설립된 인니와 말레이시아 오랑우탄 보존 NGO 

● Clinton Foundation :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재단

● CARE international : 12개국이 참여한 빈곤퇴치를 위한 단체

● BOS : Borneo Orangutan Survival Foundation

● Wetlands International :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환경단체

● Winrock International : 1985년 미국에서 설립된 자연자원관리 및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국제 NGO

● OUF : Orangutan Foundation

● Starling Resources : 2006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둔 자연자원관리 컨설팅 그룹

● TNC : The Nature Conservancy(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환경NGO)

● Norad : Norwa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노르웨이 국제협력단)

● I-REDD+ : EU의 7th Framework 프로그램에서 지원(‘11~’14는 중국, 인니, 라오스, 베트남), I는 Impacts

● Tropical Rainforest Foundation

● Keep the habitat : 동남아 산림전용방지 및 열대림 보호를 위한 호주의 민간 비영리 기업 

● ONFI : ONF International, 프랑스 컨설팅 기업 

● FFEM : French Global Environment Facility (1994년 프랑스 정부에 의해 설립)

● ADM capital Foundation : 2006년 환경보호와 아동구조를 위해 설립된 홍콩에 본부를 둔 단체

● Newforests : 2005년 설립된 호주와 뉴질랜드 임업투자를 위한 자산관리기업

● KYEEMA Foundation : 2003년 설립된 개도국의 질병퇴치를 위한 호주의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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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DG(국장)급 현황 

(2015년 8월 기준) 

2.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A) 

환경산림부 장관령 

3.  인도네시아 주별 산지이용 구분-(Province) 현황

4. 인도네시아 섬별 산지이용 구분 현황



번호 이름 현 직위 생년월일 학력 경력

1
Ir. Ilyas 
Asaad, MP., 
M.H

중앙·지방기관 
간 관계 전문위
원

59년 남부 
술라웨시 
Palopo

1983 남부 술라웨시 하사누딘대  
수산업과
2011 자카르타 뜨리삭티대 대학원 
법학과졸

환경부 국장
(Deputy)

2
Ir. Laksmi 
Dhewanti

국제산업·국제
무역 전문위원

65년 자카르타
1989 IPB 농업기술과 
1998 영국 Sussex Univ. 대학원 
환경과 개발정책과 

환경부 Deputy 
assistance
(부국장)

3
Ir. Arief Yuwo-
no, MA

에너지부분 전
문위원

57년 중부 자바
뿌르워꺼르토

1981 UGM 임학과 졸
1993 토론토대 대학원 환경경영과 

환경부 환경파괴 
통제 및 기후변화 
부문 Deputy  
(국장)

4
Dr. Ir. Agus 
Justianto, 
M.Sc

자원경제부분 
전문위원

63년 동부 자바
수라바야

1986 IPB 임학과
1993 Univ. of New England 대
학원 자원경영과 
2005 IPB 농업경제 박사

산림부 인력개발
원 교육센터장

5
Dr. Ir. Hj. R. 
Sabrina, M.Si

식량부분 전문
위원

61년 -
북부 수마트라주
정부 경제 개발 
assistance 

6
Ir. Bambang 
Hendroyono, 
M.M. 

사무차관
64년 리아우 
딴중 삐낭

초등-고교 자카르타
1987 IPB 임학과 
1997 자카르타 IPWI 경제대학원 
마케팅 경영 석사

산림부 이용국 
DG

7
Drs. Imam 
Hendargo Abu 
Ismoyo, M.A. 

감사실장 58년 자카르타
1983 UI 지리학과 
1992 호주 Flinders Univ. 대학원 
인구 및 인적자원 프로그램 

환경부 환경정비 
부문 Deputy
(국장)

8

Dr.lr. Ida Ba-
gus Putera 
Parthama, 
M.Sc. 

지속가능한 생
산림 관리국  
DG

59년 마따람

1983 UGM 임학과 
1990 미시간 주립대 산림경제학 
석사, 1995 미시간 주립대  
산림경영학  박사

산림부 국제산업 
·국제무역 전문
위원

9
Dr.lr. Hilman 
Nugroho, M.P. 

유역·보호림 통
제국 DG

59년 중부 자바
즈빠라

1984 UGM 임학과
1994 UGM 농학 석사
2003 Univ. Negeri Jakarta  
교육경영 박사

산림부 사회임업 
유역관리국 DG

1.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DG(국장)급 현황
      (2015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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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r.lr. Tachrir 
Fathoni, M.Sc. 

자원·생태계  
보존국 DG

56년 중부 자바
보요랄리 

1980 UGM 임학과
1992 벨기에 Ghent Univ.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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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aturan Menteri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 P.42/Menlhk-Setjen/2015

Penatausahaan Hasil Kayu Yang Berasal

Dari Hutan Alam

천연림 생산 목재임산물 관리 방안관련 환경산림부 장관령

(P. 42/Menlhk-Setjen/2015)

1. 원문 번역 : 

  주요결정사항

1. 천연림 생산 목재임산물 관리 관련 환경산림부 장관령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일반 규정 (용어 정의)

Part 1

제 1 조

1.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재임산물의 등록, 생산계획 보고, 생산, 목재임산물 측정, 표시, 운재 등

의 활동은 SIPUHH(Sistem Infor masi Penatausahaan Hasil Hutan. 목재임산물 정보 관리 시스

템)을 통해 진행 한다.

2. 천연림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IUPHHK-HA)환경산림부 장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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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IPUHH(목재임산물 정보 관리 시스템)는 목재임산물의 생산 계획, 관련 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 저장, 공개, 발표, 전송, 유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다. 

  3.  ID barcode는 QR(Quick Response) code의 한 종류로 라벨의 형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된 목재임산물에 부착이 되며, 임산물에 대한 정보를 코드 인식 장치를 통해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이다.

  13.  IPK(Izin Pemanfaatan Kayu. 목재이용허가)는 목재 이용이 지정된 지역에서 벌채 후 나오

는 목재임산물의 이용에 대한 사용 허가이다.

  23.  TPn(Tempat Pengumpulan Kayu. 1차 집재지)은 목재생산지역 주변에서 생산된 목재임산

물을 생산지 주변에 보관해 주는 장소이다.

  24.  TPK(Tempat Penimbunan Kayu Hutan. 2차 집재지)는 생산된 목재임산물의 집재 허가  

지역으로 몇 몇의 TPn(1차 집재지)에서 집재된 목재임산물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TPK는 

허가지역 내에 존재 한다.

  25. TPK Antara

  26. TPK Industri

  27. TPT-KB(Tempat Penam pungan Terdaftar Kayu Bulat. 원목저장소)

  28. TPT-KO(Tempat Penam pungan Terdaftar Kayu Olah an. 가공목저장소)

  29. ITSP(Inventarisasi Tegakan Sebelum Penebangan. 벌채 전 입목축적조사)

  30. LHC(Laporan Hasil Crui sing. 벌채 전 입목 축적 조사 결과 보고서)

  35. KBK(Kayu Bulat Besar. 대경목)

  36. KBS(Kayu Bulat Sedang. 중경목)

  37. KBK(Kayu Bulat Kecil. 소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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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제 2 조 정의, 목표, 범위

 (1)  천연목에서 생산되는 목재임산물의 모든 생산 전 과정(사전 조사, 벌채, 운재, 저장)에  

대한 적법성을 국가에서 보장 한다. 

 (2)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재임산물의 판매, 정보 및 유통에서의 적법성 보장 한다.

 (3)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임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이용까지의 모든 범위의 활동을 

SIPUHH(목재임산물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통해 자가 조사(Self Assessment) 실시를 범위

로 둔다.

제 2 장 목재임산물 생산

Part 1 생산 계획

 제 3 조

 (1) 천연림 경영 허가 소지자는 ITSP(벌채 전 입목축적조사)를 100% 지역에 실시 한다.

 (2)  벌채 예상목에 ID Barcode를 부착하여 임지 기능, 작업지 번호, 나무 번호, 수종, 직경,  

지하고 및 위치를 명시 한다.

 (3)  LHC(벌채 전 입목축적조사 결과보고서)를 SIPUHH(목재임산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한다.

 (4) ITSP, LHC, 자료입력은 모두 자격증 소지자(GANISPHPL Can hut)가 실시한다.

 제 4 조

 (1) TPn, TPK는 허가 소지 회사의 매니져급 인원이 지정을 한다.

Part 2 측정 조사

 제 5 조

 (1)  천연림에서 생산된 모든 목재임산물의 측정은 자격증 소지자(GAN ISPHPL PKB)에 의해 

TPn에서 관련 법규에 맞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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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LHP(생산결과보고서) 작성

1 단계 생산목 표시

 제 6 조

 (1) 생산 완료된 목재임산물에 ID Barcode를 부착한다.

 (2) ID Barcode가 부착된 생산목은 순서에 맞게 입력을 한다.

2 단계 LHP(생산결과보고서) 작성

 제 7 조

 (1) LHP(생산결과보고서)는 자격소지자에 의해 SIPUHH에 입력한다.

3 단계 IPK(목재이용허가) 지역 LHP(생산보고서) 작성

 제 8 조

 (1)  IPK 지역의 벌채 계획에 따라 100% 지역에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여 LHC 보고서를 작성

한다.

 제 9 조

 (1) IPK 지역에서 벌채목의 측정 Data는 LHP에 명시된다.

 

제 3 장 생산목 운재

Part 1 목재임산물 운재 관련 서류

 제 10 조

 (1)  생산된 목재임산물 운재 시, SKSHHK(Surat Keterangan Sahnya Hasil Hutan Kayu. 목재임

산물 적법성 확인증)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 11 조

 (1)  TPK Hutan, TPK Antara, TPT-KB, Industri Primer, 제재목, 베니어, 톱밥 등을 운반할  

때는 SKSHHK를 구비해야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운송장(Nota Angkutan)을 사용 한다. 

    a. 숯, 재활용 목재    b. 생산목을 부두를 거쳐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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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운재 서류 발급

 

 제 12 조

 (1) SKSHHK는 관련 공과금 지불 후 발급이 가능하다.

Part 3 TPT-KB, TPT-KO 지정

 

 제 13 조

 (1) TPT-KB, TPT-KO의 지정은 지방환경산림국, 허가 소유 회사 인원에 의해 지정된다.

Part 4 목적지 운재 서류 준비

 제 14 조

 (1)  SKSHHK와 적법성이 확인된 생산 원목이 자격증소지자(GANIS PHPL PKB)에 의해 확인

이 되면 SIPUHH 상에 자료를 입력한다.

 제 15 조

 (1)  생산된 목재임산물 판매를 위한 선박이 중간에 다른 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목적 항구

로 가는 경우 운재 서류를 재발급 할 필요가 없다.

제 4 장 목재임산물의 경매 및 수출/입 관리

 제 16 조

 (1)  경매를 통해 구매된 목재임산물도 SAL(Surat Angkutan Lelang. 경매목 운송장)을 주환경

산림국 담당자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제 17 조

 (1)  일반 항구를 통해 목재임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 11 조 (2), b항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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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표준화 양식 및 관련 서류 준비

 제 18 조

 (1) SKSHHK 양식은 관련 청장에 의해 지정된다.

 (2) SKSHHK 문서번호, 양식 입력은 SIPUHH를 통해 정해진다.

 
제 6 장 신고

 제 19 조

 (1) 임산물 생산 관리사항 신고는 SIPUHH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7 장 개발 조정

제 20 조

(1) 산림 경영자, 관련 공무원은 목재임산물 관리 관련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SIPUHH 적용 및 관리를 통해 사업허가권자에 대한 사후 조사(Post Audit) 실시

제 8 장 벌칙

 제 21 조

(1)  사업허가권자는 임산물관리 신규 법규 데로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벌에  

처하게 된다.

(2) 위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LHC 작성 (소반 번호, 수종, 측정 data)

   b. LHP 작성 (나무 번호, 수종 번호, 측정 data)

   c. 정확한 data의 SIPUHH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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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이외 사항

 제 22 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생산된 원목 의 운재(SKSHHK 발급)는 원목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허가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 10 장 변경 사항

 제 24 조

 (1)  기존에 지정된 원목 집재소(TPK Antara, TPT-KB, TPT-KO)의 운영은 이전 법에 근거하

여 사용 기간 완료 시까지 운영 할 수 있다.

 (2)  신규 법령 집행 이전에 발급된 SKSKB, FA-KB, FA-KO는 금년 말(12월31일)까지 유효하

다.

 (3)  SIPUHH 관리 운영을 위해 사업허가권자는 신규 법령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시설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제 11 장 마무리

 제 25 조

  이번 신규 법령이 발효가 되면 이 전 관련 법령(P.41/Menhut-Ⅱ)의 효력이 없어진다.

 제 26 조

  이번 신규 법령의 발효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15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장관

ttd.

SITI NURB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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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1

Aceh

산림 776.6 1,625.9 392.3 25.6 366.7 - 2,794.8 84%

   천연림 558.8 654.1 7.2 0.1 7.1 - 1,220.1 37%

   이차림 212.1 969.9 350.3 25.5 324.8 - 1,532.3 46%

   조림지 5.7 1.9 34.8 - 34.8 - 42.4 1%

비 산림 76.1 218.6 246.4 11.7 234.7 - 541.1 16%

합계 852.7 1,844.5 638.7 37.3 601.4 - 3,335.9 100%

2

Sumatera Utara

산림 414.5 561.2 1,002.9 705.9 295.1 1.9 1,978.6 53%

   천연림 322.5 201.7 80.5 52.7 27.8 - 604.7 16%

   이차림 91.7 321.5 842.0 635.6 204.9 1.5 1,255.2 34%

   조림지 0.3 38.0 80.4 17.6 62.4 0.4 118.7 3%

비 산림 62.6 736.2 964.8 173.4 740.5 50.9 1,763.6 47%

Total 477.1 1,297.4 1,967.7 879.3 1,035.6 52.8 3,742.2 100%

3

Sumatera Barat

산림 690.4 599.2 499.3 174.6 228.0 96.7 1,788.9 76%

   천연림 391.5 181.6 19.8 6.7 6.5 6.6 592.9 25%

   이차림 298.9 417.5 475.8 167.7 218.0 90.1 1,192.2 51%

   조림지 - 0.1 3.7 0.2 3.5 - 3.8 0%

비 산림 79.3 192.9 281.6 58.6 132.4 90.6 553.8 24%

Total 769.7 792.1 780.9 233.2 360.4 187.3 2,342.7 100%

4

Riau

산림 325.1 112.1 2,207.5 945.4 790.0 472.1 2,644.7 31%

   천연림 120.8 26.1 126.1 98.3 18.0 9.8 273.0 3%

   이차림 200.0 85.9 1,543.6 605.0 564.3 374.3 1,829.5 21%

   조림지 4.3 0.1 537.8 242.1 207.7 88.0 542.2 6%

비 산림 124.0 242.1 5,627.0 770.1 1,076.2 3,780.7 5,993.1 69%

Total 449.1 354.2 7,834.5 1,715.5 1,866.2 4,252.8 8,637.8 100%

3. 인도네시아 주별 산지이용 구분(Provinc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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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5

Jambi

산림 549.2 122.1 435.2 162.0 273.2 - 1,106.5 53%

   천연림 183.7 19.6 60.6 40.6 20.0 - 263.9 13%

   이차림 365.5 101.4 330.4 121.4 209.0 - 797.3 38%

   조림지 - 1.1 44.2 - 44.2 - 45.3 2%

비 산림 136.8 57.8 806.1 99.4 695.7 11.0 1,000.7 47%

Total 686.0 179.9 1,241.3 261.4 968.9 11.0 2,107.2 100%

6

Sumatera Selatan

산림 379.9 249.7 381.9 41.5 335.3 5.1 1,011.5 28%

   천연림 270.1 90.4 23.7 12.8 10.9 - 384.2 11%

   이차림 106.3 152.6 167.1 20.7 141.5 4.9 426.0 12%

   조림지 3.5 6.7 191.1 8.0 182.9 0.2 201.3 6%

비 산림 349.5 341.8 1,900.5 195.3 1,351.0 354.2 2,591.8 72%

Total 729.4 591.5 2,282.4 236.8 1,686.3 359.3 3,603.3 100%

7

Bengkulu

산림 376.7 176.8 138.4 123.8 13.6 1.0 691.9 75%

   천연림 296.6 100.5 29.5 26.7 2.8 - 426.6 46%

   이차림 79.8 76.3 108.9 97.1 10.8 1.0 265.0 29%

   조림지 0.3 - - - - - 0.3 0%

비 산림 86.2 74.0 72.7 49.5 12.2 11.0 232.9 25%

Total 462.9 250.8 211.1 173.3 25.8 12.0 924.8 100%

8

Lampung

산림 257.2 49.9 40.3 14.5 25.8 - 347.4 35%

   천연림 122.0 3.2 10.0 10.0 - - 135.2 13%

   이차림 135.2 46.7 4.5 4.5 - - 186.4 19%

   조림지 - - 25.8 - 25.8 - 25.8 3%

비 산림 204.8 267.7 184.8 18.9 165.9 - 657.3 65%

Total 462.0 317.6 225.1 33.4 191.7 - 1,00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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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9

KEP. Bangka Belitung

산림 11.3 66.7 113.1 - 113.1 - 191.1 29%

   천연림 2.5 17.6 13.5 - 13.5 - 33.6 5%

   이차림 8.8 49.1 99.6 - 99.6 - 157.5 24%

   조림지 - - - - - - - 0%

비 산림 24.1 118.8 320.9 - 319.9 1.0 463.8 71%

Total 35.4 185.5 434.0 - 433.0 1.0 654.9 100%

10

Kepulauan Riau

산림 - 23.4 278.4 136.0 - 142.4 301.8 37%

   천연림 - - 21.0 6.0 - 15.0 21.0 3%

   이차림 - 23.4 254.3 128.7 - 125.6 277.7 34%

   조림지 - - 3.1 1.3 - 1.8 3.1 0%

비 산림 2.2 19.6 495.4 120.1 - 375.3 517.2 63%

Total 2.2 43.0 773.8 256.1 - 517.7 819.0 100%

11

DKI Jakarta

산림 0.1 - - - - - 0.1 20%

   천연림 - - - - - - - 0%

   이차림 0.1 - - - - - 0.1 20%

   조림지 - - - - - - - 0%

비 산림 0.2 - 0.2 - 0.2 - 0.4 80%

Total 0.3 - 0.2 - 0.2 - 0.5 100%

12

Jawa Barat

산림 101.0 167.4 206.2 113.9 92.3 - 474.6 58%

   천연림 8.3 4.8 2.5 2.5 - - 15.6 2%

   이차림 55.8 59.1 29.2 14.2 15.0 - 144.1 18%

   조림지 36.9 103.5 174.5 97.2 77.3 - 314.9 39%

비 산림 31.2 123.9 186.6 76.3 110.3 - 341.7 42%

Total 132.2 291.3 392.8 190.2 202.6 - 81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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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13

Jawa Tengah

산림 10.6 67.7 428.7 160.2 268.5 - 507.0 78%

   천연림 - 0.1 - - - - 0.1 0%

   이차림 2.7 19.7 36.3 27.4 8.9 - 58.7 9%

   조림지 7.9 47.9 392.4 132.8 259.6 - 448.2 69%

비 산림 5.8 16.8 117.5 23.7 93.8 - 140.1 22%

Total 16.4 84.5 546.2 183.9 362.3 - 647.1 100%

14

DI. Yogyakarta

산림 0.4 1.0 10.4 - 10.4 - 11.8 71%

   천연림 - - - - - - - 0%

   이차림 0.1 0.4 - - - - 0.5 3%

   조림지 0.3 0.6 10.4 - 10.4 - 11.3 68%

비 산림 0.5 1.0 3.4 - 3.4 - 4.9 29%

Total 0.9 2.0 13.8 - 13.8 - 16.7 100%

15

Jawa Timur

산림 210.4 272.8 609.7 - 609.7 - 1,092.9 80%

   천연림 106.8 116.3 38.8 - 38.8 - 261.9 19%

   이차림 93.7 75.5 28.9 - 28.9 - 198.1 15%

   조림지 9.9 81.0 542.0 - 542.0 - 632.9 47%

비 산림 19.7 72.0 173.1 - 173.1 - 264.8 20%

Total 230.1 344.8 782.8 - 782.8 - 1,357.7 100%

16

Banten

산림 92.3 7.6 41.0 31.5 9.5 - 140.9 70%

   천연림 7.5 0.8 0.1 0.1 - - 8.4 4%

   이차림 64.2 3.7 7.3 6.4 0.9 - 75.2 37%

   조림지 20.6 3.1 33.6 25.0 8.6 - 57.3 28%

비 산림 20.7 4.8 35.5 18.0 17.5 - 61.0 30%

Total 113.0 12.4 76.5 49.5 27.0 - 20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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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17

Bali

산림 12.9 70.6 3.3 2.9 0.4 - 86.8 68%

   천연림 3.6 39.6 - - - - 43.2 34%

   이차림 8.7 30.6 1.9 1.9 - - 41.2 32%

   조림지 0.6 0.4 1.4 1.0 0.4 - 2.4 2%

비 산림 10.0 25.2 5.2 3.7 1.5 - 40.4 32%

Total 22.9 95.8 8.5 6.6 1.9 - 127.2 100%

18

Nusa Tenggara Barat

산림 74.1 353.2 295.4 225.1 70.3 - 722.7 70%

   천연림 46.2 254.1 150.2 126.3 23.9 - 450.5 43%

   이차림 27.4 98.9 144.6 98.8 45.8 - 270.9 26%

   조림지 0.5 0.2 0.6 - 0.6 - 1.3 0%

비 산림 94.0 77.2 141.8 61.5 80.3 - 313.0 30%

Total 168.1 430.4 437.2 286.6 150.6 - 1,035.7 100%

19

Nusa Tenggara Timur

산림 49.3 382.0 369.1 134.2 218.5 16.4 800.4 47%

   천연림 22.5 67.7 28.0 8.8 18.1 1.1 118.2 7%

   이차림 26.8 314.1 341.1 125.4 200.4 15.3 682.0 40%

   조림지 - 0.2 - - - - 0.2 0%

비 산림 178.6 349.2 358.2 63.0 209.8 85.4 886.0 53%

Total 227.9 731.2 727.3 197.2 428.3 101.8 1,686.4 100%

20

Kalimantan Barat

산림 1,251.1 1,787.8 2,834.9 1,822.5 736.6 275.8 5,873.8 65%

   천연림 1,000.7 983.0 443.1 416.7 23.0 3.4 2,426.8 27%

   이차림 250.4 804.8 2,384.0 1,405.8 705.8 272.4 3,439.2 38%

   조림지 - - 7.8 - 7.8 - 7.8 0%

비 산림 206.6 519.2 2,391.3 623.5 1,529.2 238.6 3,117.1 35%

Total 1,457.7 2,307.0 5,226.2 2,446.0 2,265.8 514.4 8,99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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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21

Kalimantan Tengah

산림 545.9 586.1 6,487.2 2,905.8 2,845.7 735.7 7,619.2 60%

   천연림 168.4 263.8 530.7 460.8 62.2 7.7 962.9 8%

   이차림 377.5 322.3 5,837.9 2,437.0 2,691.7 709.2 6,537.7 51%

   조림지 - - 118.6 8.0 91.8 18.8 118.6 1%

비 산림 1,062.3 759.9 3,255.6 411.7 1,036.1 1,807.8 5,077.8 40%

Total 1,608.2 1,346.0 9,742.8 3,317.5 3,881.8 2,543.5 12,697.0 100%

22

Kalimantan Selatan

산림 105.3 370.1 346.1 94.9 244.0 7.2 821.5 46%

   천연림 18.8 38.1 2.4 2.1 0.3 - 59.3 3%

   이차림 80.4 325.0 289.7 92.1 193.6 4.0 695.1 39%

   조림지 6.1 7.0 54.0 0.7 50.1 3.2 67.1 4%

비 산림 108.1 156.4 694.0 31.7 518.1 144.2 958.5 54%

Total 213.4 526.5 1,040.1 126.6 762.1 151.4 1,780.0 100%

23

Kalimantan Timur

산림 1,760.6 2,605.6 7,229.7 4,367.4 2,862.3 - 11,595.9 79%

   천연림 1,481.4 1,988.4 2,525.0 2,105.5 419.5 - 5,994.8 41%

   이차림 240.9 607.3 4,400.9 2,257.3 2,143.6 - 5,249.1 36%

   조림지 38.3 9.9 303.8 4.6 299.2 - 352.0 2%

비 산림 404.1 146.1 2,504.9 245.6 2,259.3 - 3,055.1 21%

Total 2,164.7 2,751.7 9,734.6 4,613.0 5,121.6 - 14,651.0 100%

24

Sulawesi Utara

산림 204.7 114.1 214.2 170.2 31.4 12.6 533.0 73%

   천연림 119.4 78.1 75.8 60.1 15.7 - 273.3 38%

   이차림 85.3 36.0 138.4 110.1 15.7 12.6 259.7 36%

   조림지 - - - - - - - 0%

비 산림 40.5 66.7 85.4 47.9 35.2 2.3 192.6 27%

Total 245.2 180.8 299.6 218.1 66.6 14.9 725.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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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25

Sulawesi Tengah

산림 605.2 1,382.3 1,926.8 1,371.5 359.2 196.1 3,914.3 89%

   천연림 487.8 1,005.7 1,093.2 812.5 197.8 82.9 2,586.7 59%

   이차림 117.4 376.6 833.6 559.0 161.4 113.2 1,327.6 30%

   조림지 - - - - - - - 0%

비 산림 71.1 108.0 301.9 104.8 141.4 55.7 481.0 11%

Total 676.3 1,490.3 2,228.7 1,476.3 500.6 251.8 4,395.3 100%

26

Sulawesi Selatan

산림 184.2 833.4 410.8 362.2 37.9 10.7 1,428.4 67%

   천연림 105.6 380.6 129.7 122.9 1.8 5.0 615.9 29%

   이차림 78.0 450.6 271.8 231.3 34.8 5.7 800.4 38%

   조림지 0.6 2.2 9.3 8.0 1.3 - 12.1 1%

비 산림 60.2 399.3 231.1 132.7 86.1 12.3 690.6 33%

Total 244.4 1,232.7 641.9 494.9 124.0 23.0 2,119.0 100%

27

Sulawesi Tenggara

산림 138.8 886.9 751.0 381.6 305.6 63.8 1,776.7 76%

   천연림 19.6 498.5 204.6 144.1 49.7 10.8 722.7 31%

   이차림 119.2 388.4 543.7 237.5 253.4 52.8 1,051.3 45%

   조림지 - - 2.7 - 2.5 0.2 2.7 0%

비 산림 144.1 194.6 211.1 85.3 96.0 29.8 549.8 24%

Total 282.9 1,081.5 962.1 466.9 401.6 93.6 2,326.5 100%

28

Gorontalo

산림 187.0 178.6 348.9 218.2 62.1 68.6 714.5 87%

   천연림 130.1 85.1 82.5 75.7 5.6 1.2 297.7 36%

   이차림 56.9 93.5 266.4 142.5 56.5 67.4 416.8 51%

   조림지 - - - - - - - 0%

비 산림 9.7 26.1 74.6 32.9 27.8 13.9 110.4 13%

Total 196.7 204.7 423.5 251.1 89.9 82.5 824.9 100%

부 록  135



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29

Sulawesi Barat

산림 - 491.8 330.6 286.2 31.9 12.5 822.4 69%

   천연림 - 234.7 102.1 89.8 12.3 - 336.8 28%

   이차림 - 257.1 228.5 196.4 19.6 12.5 485.6 41%

   조림지 - - - - - - - 0%

비 산림 1.3 186.1 175.8 75.6 33.0 67.2 363.2 31%

Total 1.3 677.9 506.4 361.8 64.9 79.7 1,185.6 100%

30

Maluku

산림 389.9 500.5 2,154.7 801.4 495.1 858.2 3,045.1 71%

   천연림 134.4 110.4 293.1 20.8 93.2 179.1 537.9 13%

   이차림 255.5 390.1 1,861.6 780.6 401.9 679.1 2,507.2 59%

   조림지 - - - - - - - 0%

비 산림 25.7 123.6 1,085.2 109.1 189.2 786.9 1,234.5 29%

Total 415.6 624.1 3,239.9 910.5 684.3 1,645.1 4,279.6 100%

31

Maluku Utara

산림 202.6 498.1 1,375.8 598.6 371.9 405.3 2,076.5 82%

   천연림 74.7 159.7 222.4 143.3 38.5 40.6 456.8 18%

   이차림 127.9 338.0 1,123.1 450.3 313.3 359.5 1,589.0 63%

   조림지 - 0.4 30.3 5.0 20.1 5.2 30.7 1%

비 산림 16.0 85.9 341.2 68.5 110.4 162.3 443.1 18%

Total 218.6 584.0 1,717.0 667.1 482.3 567.6 2,519.6 100%

32

Papua

산림 5,663.3 6,532.4 11,663.9 4,820.2 3,947.5 2,896.2 23,859.6 81%

   천연림 5,041.7 5,708.9 8,364.8 3,978.4 2,641.2 1,745.2 19,115.4 65%

   이차림 621.6 823.5 3,297.3 841.8 1,306.2 1,149.3 4,742.4 16%

   조림지 - - 1.8 - 0.1 1.7 1.8 0%

비 산림 1,089.9 1,348.6 3,153.3 1,148.3 791.9 1,213.1 5,591.8 19%

Total 6,753.2 7,881.0 14,817.2 5,968.5 4,739.4 4,109.3 29,45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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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33

Papua Barat

산림 1,654.7 1,547.7 5,075.7 1,267.4 1,719.0 2,089.3 8,278.1 88%

   천연림 1,549.1 1,370.7 3,026.0 933.5 1,012.3 1,080.2 5,945.8 63%

   이차림 105.6 177.0 2,049.7 333.9 706.7 1,009.1 2,332.3 25%

   조림지 - - - - - - - 0%

비 산림 86.5 104.1 909.1 581.9 125.0 202.2 1,099.7 12%

Total 1,741.2 1,651.8 5,984.8 1,849.3 1,844.0 2,291.5 9,377.8 100%

 출처: 인니 환경산림부 2013년 산림통계집

**  PP. No. 6 Tahun 2007 에 관한 2008년도 정부 개정법령 제 3호에 의한 산지이용 구분 및 정의

는 다음과 같음

(1) 보존 임지(Hutan Konservasi)

     식물 및 야생 동물의 다양성 보호, 생태계 보호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산림

(2) 보호 임지(Hutan Lindung)

      물 공급, 홍수 방지, 침식 조절, 해수 침투 방지, 토양 기능 촉진 등과 같은 지속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을 주 기능으로 하는 산림

(3) 생산 임지(Hutan Produksi)

     산림 자원을 활용한 목재 생산을 주 기능으로 하는 산림

      생산임지는 영구 생산림(Hutan Produksi Tetap), 제한 생산림(Hutan Produksi Terbatas) ,  

전환 생산림(Hutan Produksi Konversi)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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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1

Sumatera

산림 3,780.9 3,586.7 5,489.1 2,329.3 2,440.9 718.9 12,856.7 47%

   천연림 2,268.4 1,294.8 391.9 253.9 106.6 31.4 3,955.1 15%

   이차림 1,498.3 2,244.0 4,176.6 1,806.2 1,773.0 597.4 7,918.9 29%

   조림지 14.2 47.9 920.6 269.2 561.3 90.1 982.7 4%

비 산림 1,145.6 2,269.7 10,899.7 1,497.0 4,728.4 4,674.3 14,315.0 53%

Total 4,926.5 5,856.4 16,388.8 3,826.3 7,169.3 5,393.2 27,171.7 100%

2

Jawa

산림 414.8 516.3 1,296.2 305.6 990.6 - 2,227.3 73%

   천연림 122.5 121.9 41.5 2.7 38.8 - 285.9 9%

   이차림 216.6 158.3 101.8 48.0 53.8 - 476.7 16%

   조림지 75.7 236.1 1,152.9 254.9 898.0 - 1,464.7 48%

비 산림 78.1 218.6 516.5 117.9 398.6 - 813.2 27%

Total 492.9 734.9 1,812.7 423.5 1,389.2 - 3,040.5 100%

3

Bali Nusa Tenggara

산림 136.3 805.9 668.0 362.3 289.3 16.4 1,610.2 57%

   천연림 72.3 361.4 178.2 135.1 42.0 1.1 611.9 21%

   이차림 62.9 443.6  487.7 226.1 246.3 15.3 994.2 35%

   조림지 1.1 0.9 2.1 1.1 1.0 - 4.1 0%

비 산림 282.6 451.6 505.3 128.3 291.6 85.4 1,239.5 43%

Total 418.9 1,257.5 1,173.3 490.6 580.9 101.8 2,849.7 100%

4

Kalimantan

산림 3,662.7 5,349.6 16,897.8 9,190.5 6,688.6 1,018.7 25,910.1 68%

   천연림 2,669.3 3,273.4 3,501.2 2,985.1 505.0 11.1 9,443.9 25%

   이차림 949.1 2,059.3 12,912.4 6,192.1 5,734.7 985.6 15,920.8 42%

   조림지 44.3 16.9 484.2 13.3 448.9 22.0 545.4 1%

비 산림 1,781.2 1,581.6 8,845.9 1,312.5 5,342.8 2,190.6 12,208.7 32%

Total 5,443.9 6,931.2 25,743.7 10,503.0 12,031.4 3,209.3 38,118.8 100%

4. 인도네시아 섬별 산지이용 구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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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insi 보존임지 보호임지
생산임지(HP)

Total 비율
합계 제한생산 영구생산 전환생산

5

Sulawesi

산림 1,320.1 3,886.5 3,982.3 2,789.8 828.1 364.4 9,188.9 79%

   천연림 862.6 2,282.5 1,688.0 1,305.0 283.0 100.0 4,833.1 42%

   이차림 456.9 1,601.8 2,282.3 1,476.8 541.3 264.2 4,341.0 37%

   조림지 0.6 2.2 12.0 8.0 3.8 0.2 14.8 0%

비 산림 326.8 980.7 1,079.8 479.1 419.5 181.2 2,387.3 21%

Total 1,646.9 4,867.2 5,062.1 3,268.9 1,247.6 545.6 11,576.2 100%

6

Maluku

산림 592.5 998.6 3,530.7 1,400.1 867.0 1,263.6 5,121.8 75%

   천연림 209.1 270.1 515.6 164.1 131.7 219.8 994.8 15%

   이차림 383.4 728.1 2,984.8 1,231.0 715.2 1,038.6 4,096.3 60%

   조림지 - 0.4 30.3 5.0 20.1 5.2 30.7 0%

비 산림 41.7 209.5 1,426.4 177.6 299.6 949.2 1,677.6 25%

Total 634.2 1,208.1 4,957.1 1,577.7 1,166.6 2,212.8 6,799.4 100%

7

Papua

산림 7,318.1 8,080.2 16,739.4 6,087.6 5,666.4 4,985.4 32,137.7 83%

   천연림 6,590.8 7,079.7 11,390.6 4,911.9 3,653.4 2,825.3 25,061.1 65%

   이차림 727.3 1,000.5 5,347.0 1,175.7 2,012.9 2,158.4 7,074.8 18%

   조림지 - - 1.8 - 0.1 1.7 1.8 0%

비 산림 1,176.4 1,452.7 4,062.4 1,730.1 917.0 1,415.3 6,691.5 17%

Total 8,494.5 9,532.9 20,801.8 7,817.7 6,583.4 6,400.7 38,829.2 100%

8

Indonesia

산림 17,225.4 23,224.0 48,603.4 22,465.2 17,770.8 8,367.4 89,052.8 69%

   천연림 12,795.1 14,683.7 17,707.0 9,757.8 4,760.5 3,188.7 45,185.8 35%

   이차림 4,294.4 8,235.8 28,292.6 12,155.9 11,077.1 5,059.6 40,822.8 32%

   조림지 135.9 304.5 2,603.8 551.5 1,933.2 119.1 3,044.2 2%

비 산림 4,832.4 7,164.4 27,336.1 5,442.7 12,397.4 9,496.0 39,332.9 31%

Total 22,057.8 30,388.4 75,939.5 27,907.9 30,168.2 17,863.4 128,38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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