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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aforestation investment in
Indonesia which can be crucial for assuring the sustainment of a timber supply and
securing a carbon emission permission. The analysis considered a profitability aspect of the
investment, and simultaneously a social economy side of investment environm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economy environment of Indonesia is unstable, but tend to be
less unstable due to the progressing of stabilizing political situations. The validity of the
aforestation investment is to be evaluated highly feasible in the profitability side. Overall,
planting trees in Indonesia can be feasible if the site is properly chosen and the rotation
age is shorten for avoiding the unstability.

1. 서 론1

채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필요한 목재를 들
여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지구상의 임목축적은 약 20%

더구나 산림청의 장기목재수급계획에 의하

이상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면 산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더라도 2050

문제, 목재자원의 고갈 문제 등으로 원목도

년에 목재수요량의 70%는 해외에서 충당

입, 특히 열대우림의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하여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

목재의 도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

다고 할 수 있다.

구나 목재수요의 90% 이상을 외재로 충당

향후 교토의정서와 그 후속조치에 의해

하고 있고 원목생산량에 비해 목재가공 관

탄소배출제한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은

련 산업이 발달한 우리 나라에서는 목재자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제

원의 주요 수입방식이었던 열대우림을 벌

한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선진 38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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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약속을 한바 있는 데, 우리 나라는

2018년까지 교토의정서에 의해 의무부담국

다. 특히 조림할 곳이 별로 없는 우리로서

의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

는 해외조림이 탄소배출권의 확보에 크게

라는 석유수입량 세계 6위, 전체에너지 사

기여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소배출

용량 세계 10위권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권의 판매를 통해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들의 압력은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가 탄

것이다.

소배출제한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은 탄소

열대 지역은 해외조림지로서 가장 유망

의 배출을 줄이거나 추가로 탄소배출권을

한 곳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후

확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적인 조건에 의해 나무의 생장이 절대적

경제성장률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으로 빠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대지역에

2000년의 145백만 톤인 이산화탄소 배출

서도 생장이 빠른 나무들은 우리 나라의

량이 2020년에 249백만 톤에 도달하게 되

대표적인 속성수보다도 4～5배 이상으로

는 데, 이를 1990년의 83.9백만톤 수준으

생장력이 크고, 이로 인해 벌기령도 대부

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현재

분이 20년 안팎으로 우리보다는 환금성이

의 에너지 소비위주의 우리 산업구조를

커서 수익성이 훨씬 좋다. 특히 열대지역

에너지 저소비구조의 산업으로 바꾸던지,

의 많은 국가들은 저개발된 상태이므로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산업을 2

유휴 노동력이 풍부하고 이로 인해 임금

배 이상 축소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

한다.

이 필요한 조림사업은 수익성이 높을 수

해외조림사업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

밖에 없다.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

인도네시아는 열대지역 가운데 조림사업

이다. 우선 해외조림을 통해 목재자원의 안

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 보인다. 우

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해

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기후조건이나

외 특히 기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생장이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은 조림사업을 하기

몇 배나 빠른 열대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이

에 적합하다. 물론 정치경제의 불안정은 감

특별히 빠른 수종을 심는다면 빠른 시일

점요소가 되고 부족한 사회간접시설도 조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안정적으

림투자에 비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

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있

임산가공업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서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조림투자의 타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초가

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해외조림으

과거 인도네시아의 조림투자의 타당성과

로 확보되는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의

관련하여 D.A. Neilson & Associates와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국내산업을 유

ASPAC Counsulting Limited(1997)가 분

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

석한바 있으나 이 연구는 수마트라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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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A. mangium과 E. grandis 두 수

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

종에 대하여 수익성 분석과 나무농장투자

회경제적인 속성은 사업투자의 성패를 좌

매력도를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

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조림투자

국제협력단과 임업연구원(2001)은 인도네

의 경우 사회간접시설, 노동력, 자본, 관련

시아에서의 소경재의 생산비용분석과 소경

정책 등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목재를 이용한 제품생산의 타당성 평가를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투자환경은 매우 중

수행한 바 있다.

요하다. 조림투자측면에서의 인도네시아의

사업의 투자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투자위험성 측면, 제도적인 경제적인

사회경제적 투자환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면, 그리고 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

첫째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지형

려하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투자타당성

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의 분석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조림투자

이 미진하고, 지역간 불균형 및 빈부격차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

심하며, 전통과 근대의 혼재, 다종족, 낮은

회․경제적 환경, 산림 및 임업환경, 수익

문맹률(16.2%) 등으로 인하여 통치 상에

성 등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조림투자

어려운 점이 많다. 인도네시아는 약 17,508

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

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산림 및 임업환

로서 국토면적이 약 181만㎢이며, 주요 섬

경 보다는 재정적 측면 즉, 수익성을 위주

으로는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

로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인자로서는

시, 이리얀자야가 있다.

조림투자 관련 제도, 노동력, 지역사회의

섬으로 구분된 지역들간의 이동교통수단

문화 교육, 소득 등의 사회적 인자와 미시

으로서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하고 있으나

거시적 경제적 인자들로 구성되지만 이러

이에 대한 인프라는 지속적인 확장에도 불

한 인자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환경인자로

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며,

간주하여 이 연구에서는 비중을 두어 다

섬에 따라서 구축현황이 각기 다르게 나타

루지 않았다.

나고 있다. 자바섬의 경우 면적이 가장 적
은데 비해 인구가 가장 많아 도시가 발달
하고 도로나 항만시설 등의 인프라가 가장

2. 조림투자 환경 및 조림투자실태

잘 구축되어 있으며, 목재가공산업이 가장
많이 유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수마트라나

2.1. 사회경제적 환경

칼리만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 수마트라가

해외에 신규사업투자를 모색하는데 있어

칼리만탄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서 해당분야의 투자환경뿐만이 아니라 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의 차이는 사업의 진행속도와 지역별

여와 책임감 미흡, 지나친 종교관습 등은

조림비용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을 상쇄하고 있다.

된다.

셋째로, 정치적인 부정부패와 지속적인

산림 관련 인프라는 벌목이 진행되었던

분리독립운동 등 정치적으로 불안요소와

지역 또는 벌목 이후 마을이 조성된 지역

아울러 국가경제의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

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과거 수하르토정권의 장기집권 하에서 지

벌목이나 조림사업을 위해 도로를 우선적

도부로부터 하급관료에 이르기까지 부정부

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패, 정경유착의 꼬리는 사회전반에 뿌리 깊

구하고 섬에 따라 포장도로나 수출항의 유

이 내려 있다. 최근 이러한 사회악을 청산

무 등 기초적인 인프라시설이 확연히 차이

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작업이 추진 중에

가 나기 때문에 섬별로는 인프라건설비용

있지만 그 실효를 얻는데는 시간이 요구되

의 차이가 발생한다.

는 실정이다.

둘째로,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다. 인

넷째, 국가재정수지의 악화, 외국인의 투

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5백만 명으로

자감소 등의 국가경제 불안요소가 남아 있

절대인구도 많지만 낮은 국민소득과 넓은

다. 국가재정수지는 국채 및 차관이자, 생

빈곤층, 높은 실업인구 등으로 유휴노동력

필품 보조금 등으로 예산적자가 GDP의

이 특히 많으며,1 더욱이 경제위기로 인하

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대인

여 사회적으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실정

도네시아 투자는 1996년에서 1998년까지

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벌목사업이 지속적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정치와 사회가

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

혼란에 빠지면서 1999년 이후로는 급격히

재를 다루고 지역산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림노동자는 비교적 풍부하다고 할 수 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다. 특히 현장매니저나 관리인으로 이용할

노동력 등 조림투자에 대한 장점을 고루

수 있는 조림전문인력이 비교적 많고 또한

갖추고 있는 반면에 경제, 사회, 문화적으

그들을 비교적 저렴한 급여로 확보할 수

로 투자의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다.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낮은 생산성과 노
동조직의 관리 문제, 근로자들의 적극성 결

2.2. 산림 및 임업 부문의 투자환경

2.2.1. 산림현황
1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로 1998년말 현재 약 49.5백만명(전체
인구의 24.2%)이 빈곤층으로 나타났고, 특히 실
업자는 약 13백만 명에 이르며, 잠재실업은 전
체 노동인구수 9천만 명의 37%인 33백만 명에 이
르고 있어 유휴노동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주로 고온다습한
열대성 몬순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5～
28℃이고 습도가 비교적 높으며, 우기(11
월～3월)와 건기(4월～10월)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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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인도네시아

분포는 기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의 산림은 울창한 열대림2이고, 수목들은

크게 건조지대와 습지대로 구분가능하다.

매우 빠른 성장속도를 보인다.

건조지대는 열대우림, 산지우림, 아산지우

현재 인도네시아의 총 산림면적은 전 국

림, 몬순산림, 산지몬순산림으로 구분되고,

토의 73%인 147.5만㎢를 차지하며, 이 중

습지지대는 망그로브산림, 습지산림, 이탄

에 112.4백만 ha는 영구산림지역이고 35.1

습지(Peat swamp forest)산림, 히스산림

백만 ha는 다른 용도로도 이용가능한 지

(Heath forest) 등으로 구분된다.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구산림지역가운
데 30.8백만 ha는 보호림이고, 17.8백만 ha는

2.2.2. 산림정책 및 임산업

국립공원과 같은 보존림이며, 나머지 63.8

인도네시아의 산림정책은 산림자원을 환

백만 ha는 생산림으로 구분된다.(Indonesia

경적인 측면과 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Forestry Ministry, 1999).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는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산림정책

에서 2000년 사이 10년 동안 총 13백만ha의

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책으로

산림이 감소하여 매년 전체 산림면적의 1%

1)Java와 Bali의 인구증가에 대한 분산목적

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AO,

으로 여타 섬의 개발 확대, 2)국가개발을

2000). 이렇게 감소한 산림면적은 농경지와

위한 산림자원의 확대, 3)인공림 및 비생산

같은 타용도로 전환되는데 최근에 약 3백

적인 산림의 생산성 제고, 4)산림의 다목적

만 ha의 산림지역이 경작지로 전환되었고,

경영을 통한 산촌지역과 주민의 활성화, 5)

약 1백만 ha가 이주민의 생활지역으로 개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보전 등을 시

발되었다.3 그러나 앞으로 열대우림에 대한

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보전노력과 자국의 환경보전에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정책은 큰 변화를

대한 요구의 증가로 산림의 타용도 전환은

보이고 있는데 첫째로, 대기업 위주의 산림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발에서 차츰 지역주민 참여방식으로 전

인도네시아의 산림에는 약 4,000종의 나

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산림벌채

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중 267종이 상업

권의 경우 기존에는 전국 51,500천 ha의 산

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종

림에 422개 산림벌채권을 설정하여 업체에
게 자유롭운 벌채권 취득과 벌채를 허락했

2

3

현재 전세계적으로 남아 있은 열대림의 10%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위치하고 있다.(Europian
Forest Institute, 2000)

지만 지금은 업체당 1개주 내에 100천ha,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자바
지역의 인구를 인구가 적은 다른 섬들에 이주
시키는 정책 즉, Transmigrasi 정책을 통해 산
림개발을 실시한 바 있다.

한함으로써 대기업의 산림개발을 제한하고

전국적으로는 400천ha 이내로 벌채권을 제

있다.
둘째는 원목수출의 허용을 들 수 있다.

과거 국내 임산업을 보호하고 부가가치를

그리고 임산물가공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

창출하기 위하여 원목수출을 금지하는 대

되어 있고 임업은 국가에 엄청난 세입원이

신 반가공 또는 완제품 중심의 수출을 추

되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임업은 외

구하였다.4 그러나 원목수출세를 1997년의

화획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오지개발 등

200%에서 1998년에 20%, 그리고 2000년에

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있어서

는 15%로 인하함으로써 사실상 원목수출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을 허용하였다.
셋째는 조림기금을 산림자원 보호 및 조

2.3. 조림투자 실태

림에만 사용하고 정부예산으로 전환하여

인도네시아는 1873년에 Java의 Teak

투명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였다. 과거 정권

(Tectona grandis), 1916년에 Sumatra의

에서 산림개발 과정에서 조성한 조림기금

소나무(Pinus merkusii)를 중심으로 조림

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활용되었고 또한

을 시작하여, 1960년말에 전국적으로 조림

산림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거래가 이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벌채지

루어졌었다.

역에 대한 조림으로 변화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임업은 국가적인 매우

그 동안 조림사업은 Perum Perhutani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Directorate of Reforestation and Greening

는 동남아 최대의 목재생산국으로 연간 29

(DITSI)이 관장하였다. 조림사업의 종류로

백만㎥의 목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있

는 ①산림 및 황폐지 복원(Rehabilitasi Hutan

으며,5 산림관리, 벌채, 제재, 목재가공 등

dan Tanah Kritis), ②산림, 토양 및 수자

의 임업 관련 고용인력이 400만 명에 달하

원 보호를 위한 조림(Penyelamatan Hutan,

고 수출액의 15%를 임산물에 의존하고 있

Tanah dan Air), ③해안지역의 토양침식방지

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림은 가장

와 어업생산증대를 위한 해안조림(Pembinaan

중요한 자원으로서 산림관리와 목재생산,
4

5

인도네시아 정부는 임산업에 있어서 부가가치
가 높고 수출중심적인 산업으로 합판산업을 장
려하였고, 그 결과 합판산업은 한때 세계합판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공급
한 바 있으며 지금도 생산량의 90% 정도를 수
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펄프와 제지산업
또한 현재 성장가도에 있다.
인도네시아 원목의 연간 총소비량은 연간 61백
만㎥으로서 이 가운데 29백만㎥은 천연림과 인
공림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되는 반면에 32백만㎥은
천연림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다(European
Forest Institute, 2000). 이러한 합법적, 비합법
적인 방대한 양의 원목생산은 열대림의 산림파
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표 1 인도네시아의 조림면적 추이
조림형태

1994/95

1995/96

1996/97

펄프조림

538,893

690,298

862,863 1,011,466

용재수조림

196,465

228,433

269,518

307,279

94,388

138,978

196,814

249,051

이주정책조림
계

1997/98

829,746 1,057,709 1,329,195 1,567,796

주: ( )내는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FAO, 2000.

Daerah Pantai), ④산촌으로 이주하는 주민
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주조림

인도네시아 조림투자의 타당성 분석

(Transmigrasi), ⑤목재생산이나 임업부산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조

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조림6 등이 있다

림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벌채면적 등을

(FAO, 1998).

고려할 때,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전

인도네시아의 총 조림면적은 987만 ha 정

체 목재생산량 가운데 인공림에서 차지하

도로서 그 중 576만 ha는 목재생산을 위한

는 비중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차

산업조림이며 나머지 411만 ha는 비목재생

츰 인공림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의 증가

산을 위한 비산업조림 면적이다. 산업조림7

와 인공림목재에 대한 목재인증의 국제적

(HTI)의 경우 총 625만 ha를 목표로 향후

추세 등의 외부환경적인 요소와 아울러 천

25년 동안 연간 25만 ha씩 조림하여 매년

연림에 비해 훨씬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는

9천만㎥의 목재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워두

인공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인도

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조림은 Kalimantan

네시아에서의 인공조림은 지속적으로 증가

과 Sumatra섬에 집중되어 있다.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조림의 주된 수종은 Teak로서 147
만 ha가 조림되었으며, 그 다음은 Pinus spp.
77만 ha, Acasia spp. 64만 ha의 순으로 조
림되었다. 반면에 비산업적으로 조림된 주

그림 1 수익성 분석 절
분석기준의 설정

조림대상 지역, 임지, 수종 등

수종은 고무나무(Rubber)로서 348만 ha가


초기조림투자비(부대시설, 기

조림되었다(FAO, 2000).8

↓
조림투자 비용
6

7

8

여기에는 원목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이나 천연
갱신 실패지에 시행하는 조림(TPTI), 산림조림
(HTI, Hutan Tanaman Industri), 사회임업조
림, 임업부산물 이용목적 조림, 민간조림(HTR,
Hutan Tanaman Rakyat)으로 구분된다.
Pelita VI(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994～
1999) 기간에는 125만 ha에 대해 조림을 할 예정
인데 HTI 사업으로 50만 ha, HTI Trans 사업으
로 30만 ha, HTI Jenis Unggulan 사업으로 45
만 ha를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1996년
당시 HTI 사업에 총 23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KORINDO, 1996).
주요 조림수종은 Java의 경우 Tectona grandis
이고 Perum Perhutani에 의해 조림된 수종은 Pinus
merkusii, Agathis spp. Swietenia macrophylla,

산정

산림관리단계별(조림, 육림,
↓
일반관리비 산정


조림투자 수입 산정

목재 판매수입(주벌 및 간벌

수익성 분석(NPV, B/C율, I

수익성 평가

↓
민감도 분석

3. 조림투자의 수익성 분석

Dalbergia latifolia, Paraserianthes falcataria,
Shorea spp. 등이다. HTI에 의해 조림한 것은
Acacia mangium, Paraserianthes falcataria,
Eucalyptus spp. Gmelina arborea 등의 펄프
용과 Swietenia mahogani, Dipterocarpus spp.

차는 먼저 분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분석

등의 목재용이 있다.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산정하고 아울

이 연구에서 조림투자의 수익성분석 절

대상과 분석기간을 단순화한 후 조림 및

러 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리고나서 이러한

구 분

결과를 기초로 수익성분석을 실시하였으

조림지역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조림임지

국유림 및 인공림지

사업면적

1,000ha

식재방식

단일수종, 1년차조림
Hibiscus smilis(합판, 제제용),
Eucalytus urograndis(펄프재)
8년

며, 이러한 분석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
림 1>과 같다.

조림수종

3.1. 분석기준

벌기령

내

용

조림투자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
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림대상임

국유지 조림일 경우 정식투자절차10가 요

지는 임상별로 인공림지로 하며, 소유구분

구되는데 한 번 조림허가를 받을 경우 임

별로는 국유림으로 한정하였다. 인도네시

지사용기간은 35년에 벌기령을 더한 기간

아에서 조림대상지는 임상에 따라서 천연

으로서, Hibiscus 수종일 경우 벌기령이 8

림지와 인공림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목재생

년이므로 43년이 되므로 비교적 장기간에

산을 위한 천연림 개발은 세계적으로 천연

걸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림보호운동과 이에 따른 인도네시아 자체

지역정부 혹은 개인, 주민소유의 비임지로

의 천연림보호 노력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

서 조림이 가능한 임지에 대한 조림은 산

이 천연림을 벌채하면서 조림사업을 하기

림부의 허가없이 가능하므로 토지주인과

에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여러 가

협상하여 합의서 작성만으로 조림사업의

지 다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 더

추진이 가능하지만 주민과의 협약은 간단

구나 인도네시아에서 조림투자를 위해서는

하지 않을 뿐더러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조림기금, 자원세, 원목개발비 등을 투자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유림에 조림

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천연림이 인공림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9

또한 앞서

둘째로, 사업은 1,000ha의 산림에 단일수

설명한데로 정책적으로 천연림의 벌채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천연림을 벌채하고
조림하는 것보다는 인공림지에 조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유구분에 따라서 조림방식을
크게 국유지조림과 지역주민 또는 지역자
치단체 소유산림 조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조림투자수익성 분석을 위한 기준

9

천연림의 경우 조림기금, 자원세, 원목개발비가
㎥당 US$ 43에 달한 반면에 인공림의 경우
15.6 US$에 불과하다.

10

국유지 임차조림의 정식투자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관할소재지 지방정부의 조림사업에 대한
추천서 취득
② 중앙정부의 산림부 장관에게 조림사업에 대
한 허가 신청
③ 산림부 장관의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동의서
를 받게 되면 조림후보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
출(6개월～1년 소요)
④ 산림부 장관의 조림허가서가 나오면 조림
사업을 착수
⑤ 조림사업 착수시 대민사업계획서 및 장기사
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지청 및 산림부
허가를 받고 경계선 작업을 하여 최종경계
선 확정(1년～2년소요)

인도네시아 조림투자의 타당성 분석

종을 1년차에 모두 식재하는 것으로 가정
하여 투자비용을 파악하였고, 이를 다시 ha

3.2.1. 사업준비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

기준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

조림투자사업을 위한 사업전 초기투자내

차별 식재계획이나 다양한 수종의 조림은

용은 크게 사업의 타당성조사, 지원시설투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기존산림의 존재

자, 임차지의 임지세, 대상 임지의 경계선

유무와 상관 없이 조림은 지존작업부터 시

작성, 장기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있다.

셋째로 조림수종은 Hibiscus smilis와

또한 1,000ha의 조림사업을 직접 수행하

Eucalyptus urograndis로 하였다. Hibiscus

기 위해서는 기계장비의 구입이 요구되며,

smilis의 경우 1992년부터 조림수종으로 연

이를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구가 시작되어 3년 전부터 산업조림이 시

사업기간 동안에 US$5백만이 소요되어,

작된 수종으로서, 그 특징은 잡초를 피압하

모든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여 산림작업을

는 능력이 탁월하여 조림초기에 활착이 잘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

되고 생장도 빠른 편이다. 현재까지 인도네

라서 이러한 소요내역보다는 실제 오랫동

시아는 대부분이 펄프재를 조림하였으며

안 인도네시아에서 산림 및 조림투자를 실

상대적으로 용재수의 조림실적은 저조한

시해 오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1ha의

상태로서 Hibiscus similis가 조림수종으로

산림에 조림투자시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

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비용의 대한 자문을 얻어 그 연차별 소요

된다.11 Eucalyptus urograndis는 열대지역

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의 대표적인 조림수종으로서 그 명성이 알
려져 있으며, 이미 일부 열대국가의 인공조

3.2.2. 산림작업 과정별 소요비용

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연평균 생장량

조림비의 경우 지역별, 수종별로 상당한

도 매우 크고 펄프재를 비롯한 다양한 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 조림비 차이를

도로도 목재가 사용되므로 조림수종으로는

표 3 사업준비 및 조림지 준비 소요비용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구

3.2. 조림투자비용
11

특히, 인도네시아 산림가공산업의 생산능력은
커졌으나 상대적으로 천연림에 대한 벌채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인공림에서 가공산업에
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
이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져 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조림수종의 중요성은 매우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

단 위

ha당
투자비

타당성분석비

US$/ha

0.141

지원시설투자

US$/ha

75.000

부대시설
임지세
및 준비비
경계선작업비

US$/ha

1.529

US$/ha

1.035

US$/ha

0.706

장기사업계획수립

자료: KORINDO, 2000.

일으키는 주요 변수로는 조림대상지의 위
치, 식생 상태, 접근 용이도, 인력수급 용이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는 운반로,

단위: US$/ha
구

운반거리, 원목 반출 용이성, 지형 등을 감
안한 장비소요량, 부대시설규모(도로망, 건
축물, 부두 등)의 산출시 영향을 미치게 되
어 전반적인 조림비의 차이를 야기한다.

조림비

그리고 수종별 차이를 일으키는 주요 변

무육비

론을 확보하여 조림할 경우 클론구입비, 부
대시설비 등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인도네
시아의 경우 Eucalyptus urograndis의 클

벌채비

ha당 투자비

임지구획비

4.318

양묘비

39.012

임도시설비

61.254

지존작업비

100.000

식재작업

수로는 종자가격, 지존작업 방법, 시비량
및 무육강도 등이다. 유전적으로 개량된 클

분

식재장비
식 재 비

2.023
38.370

장비비

69.000

1년차

97.749

2년차

48.868

간벌 및 주벌비

2,794

장비비

577.000

자료: KORINDO, 2000

론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USD75,000/clone
을 요구하거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데,

별 차이없이 적용하였다. 반면에 Hibiscus

일반적으로 연간 5,000ha 이상을 조림하고

similis와 같은 수종은 스트립형태로 조림

자 할 경우 약20개 클론 정도를 확보하여

대상지의 식생을 제거한 후 식재하여도 잘

야 생태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자라며 잡초와의 경쟁력이 강해 지존작업

한편 지존작업중 정지작업은 도급으로

비가 적게 들뿐만 아니라 집약적인 무육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현지까지의 접근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생태적 특성을 가

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도시설은 자체적으

지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수동식 지존작업

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수종별 지

의 작업비는 USD100/ha 수준으로서 이 분

존작업 방법으로서 Eucalyptus urograndis

석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의 경우 기계식 지존작업, Hibiscus similis

지금까지 설명한 비용을 토대로 벌채직

는 수동식 지존작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

전까지의 조림, 육림 및 간벌 작업 등의 산

였다. 실제로 Eucalyptus urograndis의 경

림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US$

우 기계식 지존작업으로 임지정리를 깨끗

1,135/ha ～US$ 2,516/ha에 달한 것으로

하게 해야 하고, 시비 및 하예 작업 등도

분석되었다(표 5). 산림작업비의 수종별,

집약적으로 하여야 성공적인 조림지를 조

지역별 소요비용은 Eucalyptus urograndis

성할 수 있다. 조림대상지의 식생형태에 따

가 Hibiscus similis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계식 지

났으며, 지역별로는 칼리만탄, 수마트라, 자

존작업비는 USD150～250/ha수준이며, 이

바섬의 순으로 조림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

연구에서는 그 중간값인 USD200/ha를 지역

로 나타나 자바섬에서 Hibiscus similis를

표 4 ha당 산림작업비용(자바섬의
Hibiscus similis의 경우)

재배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조림투자의 타당성 분석

자료: Indonesia Forestry Institute, 1999.

3.2.3. 일반관리비
인도네시아에서 조림투자를 위해서는 교
육 및 훈련비, 산화방제비, 연구개발비, 일
반행정관리비,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요구
되며, 제세공과금에는 건축토지세, 소득세,
대민사업비, 보험료, 자원세, 이자상환 등이

이자상환액의 산정은 사업준비년도에 은
행으로부터 조림투자시 요구되는 자본을
이자율 11%에서 8년거치 1년상환의 조건
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
다. 인도네시아에서 조림투자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등에 지원하는 간접경영비로서
표 6 조림투자의 일반관리비(자바섬의
Hibiscus similis 경우)
단위: US$/ha
구

분

ha당 투자비
1.941

산화방제비

22.694

연구개발비

3.882

들이 벌목을 통하여 많은 양의 열대목재를
수입하였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환경관련
NGO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

필요가 있다.
일반관리비 가운데 이자상환액을 제외하
고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행정관리로서 US$153/ha가 소요되며,
그 다음은 자원세로서 US$104/ha 정도 소
요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자원세와 이자
상환액을 제외하고는 수종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목재 판매 수익
목재의 가격은 물리적인 성질, 형태, 색

153.059

깔, 비중, 그리고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건축토지세

3.765

발생하는데 이중 용도가 가격차이의 가장

소득세

2.851

대민사업비

5.176

일반행정관리비

제세공과금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 많은 기업

로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사업을 철저히 할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훈련비

연구개발비, 대민사업비 등을 들 수 있다.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벌기령 8년을 기준

보험료

35.290

할 때, Eucalyptus urograndis는 간벌재와

자원세

104.640

표 7 간벌재 및 주벌재의 수확 및 판매

이자상환

1213.900
표 5 인도네시아의 각 섬별 수종별 ha당 조림 및 벌채비용
단위: USD

Hibiscus similis

Eucalyptus urograndis

변 수 구 분
자바섬

수마트라

칼리만탄

자바섬

수마트라

칼리만탄

식 재 비 용

314

437

620

414

537

720

육 림 비 용

147

203

286

147

203

286

간 벌 비 용

674

866

994

1,010

1,310

1,510

수확벌채비용

2,697

3,465

3,977

3,234

4,194

4,834

계

3,832

4,971

5,877

4,805

6,244

7,350

간벌재

주벌재

합판재로 이용할 경우 최소 USD50/㎥이상

Hibiscus
similis

Eucalyptus
urograndis

시 기

4년차

4년차, 6년차

생산량

64㎥

40㎥, 60㎥

판매가

USD25/㎥

USD25/㎥

용 도

펄프재

펄프재

이 연구에서 수익성은 내부투자수익률

시 기

8년차

8년차

(IRR), 순현재가치(NPV), 그리고 B/C율 등

생산량

256

320

판매가

USD50/㎥

USD50/㎥

용 도

합판 또는
제재용재

펄프재

구

분

을 받을 수 있다.
3.4. 조림투자 수익성분석 결과

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할인율
은 현행 은행이자율 11%를 적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calyptus

주벌재의 경우 펄프재로 사용되며, 펄프재

urograndis는 Hibiscus similis에 비하여

의 가격은 공장도착가격 기준으로 간벌재

높은 지존작업비용, 간벌 회수의 증가 등으

는 USD25/㎥, 주벌재는 USD50/㎥정도이

로 총투자비의 소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Hibiscus similis는 간벌재의 경우 펄프

다. 한편 주요 섬별 조림투자비에 있어서는

재로 활용되고 최종 벌채한 주벌재는 합판

수종과 무관하게 칼리만탄이 가장 많은 투

재, 제재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자비가 소요되며, 그 다음으로 수마트라,

표 8 수종별, 지역별 투자수익성 분석 결과
벌기
(yr)

재적
(㎥/ha)

가격
($/㎥)

총비용
($/ha)

순수익
($/ha)

NPV
(ha/ha)

IRR
(%)

BC율

자바

8

256

50

5,497

8,903

3,043

38

2.04

수마트라

8

256

50

6,975

7,425

2,259

29

1.61

칼리만탄

8

256

50

8,230

6,170

1,540

22

1.34

자바

8

320

50

6,700

11,800

4,224

44

2.21

수마트라

8

320

50

8,520

9,980

3,294

35

1.74

칼리만탄

8

320

50

10,002

8,498

2,477

27

1.47

경영목적별 구분

Hibiscus
similis

Eucalyptus
urograndis

표 9 시장이자율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결과
NPV
구

Hibiscus
similis

Eucalyptus
urograndis

분

B/C율

현행이자율
(11%)

5%

15%

현행이자율
(11%)

5%

15%

자바

3,043

7,361

2,919

2.04

2.50

2.02

수마트라

2,259

6,041

2,166

1.61

1.97

1.60

칼리만탄

1,540

4,932

1,485

1.34

1.67

1.35

자바

4,224

5,460

2,044

2.21

2.35

1.86

수마트라

3,294

4,372

1,400

1.74

1.85

1.46

칼리만탄

2,477

3,416

792

1.47

1.5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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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의 순을 보였다. 이처럼 자바섬의 투자

5%로 낮아지는 경우와 15%로 높아지는

비가 적은 것은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다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생산요소 및

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수입요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때문이다.

에 내부투자수익률을 제외한 NPV나 B/C

수종 및 지역별 조림투자 수익성을 분석

율만 살펴보았다. 시중이자율의 변화에 의

한 결과, 수종별로는 Eucalyptus urograndis

해 수익률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가 Hibiscus similis 보다 수익성이 높았고,

타났으며, 현재 시중이자율이 낮아지고 있

지역별로는 수종에 상관없이 자바, 수마트

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단지 이자율만을 고

라, 칼리만탄의 순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

려한다면 향후 조림투자수익률은 높아질

로 나타났다.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수익성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사업완료 후 ha당 US$ 6,170～US$
11,800 정도의 순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분

4. 요약 및 결론

석되었고, 11%의 할인율 적용 후의 순현재
가치도 US$1,540～US$ 4,224으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목재소비량의 90% 이상을 외국에서 수
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산림면적의 감

내부투자수익율은 Eucalyptus urograndis

소, 천연열대림 벌채 및 이용의 감소추세로

가 27～44%, Hibiscus similis가 22～38%

인하여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의 안정적 공

로서 시중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IRR을 보

급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고 있어,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

해외조림을 할 경우 향후 전세계적으로 확

익성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투자의 타당

대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안정적 확보에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B/C율

유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유지

의 분석에 있어서도 수종간의 구분 없이

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34～2.21로서 투자의 수익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5. 민감도 분석결과
조림투자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현지에
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이 연구는 이러한 해외조림의 일환으로
기후적으로 목재생산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몇 배나 빠른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조림
투자를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수익성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조림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는 이자율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림투자의

인도네시아의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은

경우 장기적인 투자로서 이자율에 의하여

루피아화의 가치급락에 따른 외환시장 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

안, 기업도산 증가 및 IMF 관리체제로 인

은 현행 시장이자율인 11%를 기준으로

한 경제상황 악화, 정치사회불안이 지속되

고 있는 등 사회경제적인 투자환경이 열악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지역별 조림

하여 조림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많은

투자가능성 및 방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정이다. 또한 금융제도가 제대로 갖추어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지 않았고, 높은 외채부담으로 인한 국

여전히 조림투자가 요구되는 지역이 많음

내자원이 부족하여 현지자금 조달이 어렵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각 지역의 투자여건

고 대출금리가 높아 금융비용이 높은 수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준이다.
또한, 낮은 국민 의식수준, 공무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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