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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은 1968년 인도네시아 천연림 개발 사업에
진출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1993년부터는 해외조림사업으로 전환하여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 국가에 34개 기업이 진출하여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등 약 431천ha의 조림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오지를 개척하는
기업들의 도전 정신은 물론, 1987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16년 이란에
이르기까지 세계 31개 국가와 산림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상지조사, 투자정보 제공, 융자지원제도 운영 등 기업 투자
활동을 지원한 노력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목재자원 확보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해외조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국의 산림투자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해외산림투자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국의 정확한 산림투자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
하고자 국가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실무
가이드가 해외산림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길잡이가 되어 더욱 많은 기업
들이 해외산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임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산림투자지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6. 12.
한국임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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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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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현
황

일반 현황

본 섹션에서는 라오스 국가의 일반 정보, 기후 및 토지정보, 지형, 하
천, 사회 경제 개발 계획(2011~2015)에 따른 지난 5년간의 경제 성장,
정치 제도, 투자, 수력발전 댐, 광산, 도로 및 철로 등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 개발 구역 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1. 개요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The Lao’s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은 동남아시아 최빈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북쪽으로는 중국과 미얀마, 남
쪽으로는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베트남, 동쪽으로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
고 있다[그림 1.1]. 전체 국토 면적은 2,368 만ha로 북부･중부･남부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라오스의 지방 행정단위는 주(provinces), 군(districts)
그리고 마을(villages) 등 3 단위로 나눠져 있다. 국가전체적으로 18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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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rovinces) <표1.1>, 148개 군(districts), 8,507개 마을(villages)
및 1,183,386개 가구(families)가 있다. 라오스의 인구 성장률은 1995
년에서부터 2005년 기간에는 2.08%를 기록하다가 2005년부터 2015년
기간에는 1.45%로 하락하였다. 총 인구는 2015년 기준 650만 명이며
인구 밀도는 ㎢당 210명이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당 210
명의 인구밀도를 기록하고 있는 수도인 비엔티엔(Vientiane) 지역이며
다른 주들은 ㎢당 45명 미만의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주 중에서는
사바나켓(Savanakhet)주가 라오스 전체 인구 중 약 15%가 거주하고
있는 가장 큰 주이며. 총 인구 중 약 13%가 살고 있는 비엔티엔
(Vientiane)과 11%의 인구를 보유한 참파삭(Champasack)이 그 뒤를
잇고 있다(LSB, 2015).

[그림 1.1]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및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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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일반 현황

2. 기후 정보
라오스의 기후는 열대몬순기후로서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차이를 보
이는 3가지 뚜렷한 계절이 있다. 일반적으로 5월과 10월 사이는 습하며
11월과 4월 사이는 건조하다.

일
반
현
황

(a) 서늘한 건기는 11월에서 1월 사이에 나타난다. 메콩강 유역의 기
온은 약 15℃까지 떨어지며 산악 지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 시기에 습도는 낮은 편이다.
(b) 더운 건조기는 5월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에 습도가 올라가면 뇌
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온도는 35℃까지 올라간다.
(c) 우기는 일반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며 낮은 구름패턴과
지속적인 강우가 특징이다. 홍수는 메콩강 지류를 따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장마는 라오스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지
만 해마다 다르다. 연간 강우량은 최소 1,468mm(북부 루앙프라
방주)에서 최대 3,980mm(남부 팍송지역)까지 다양하다.
라오스에는 북부 루앙뜨라방(Luang prabang), 남부 참파삭(Champasack), 그리고 수도인 비엔티엔(Vientiane) 및 중부의 사바나켓
(Savanakhet) 지역에 강수량과 온도를 기록하는 4개 주요 기상관측소
가 위치해 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5년 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Vientiane Capital의 연 평균 강수량은 1,730mm, 월 평균 최고 온도
는 4월 온도인 33.8℃를 보이고 있으며 사바나켓(Savanaket)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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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 평균 강수량은 1,660mm, 월 평균 최고 온도로는 3월에 33.8℃
를 기록한 바 있다<표 1.1, 1.2>.
<표 1.1> 2011년~2015년 기상관측소 강수량 데이터
기상 관측소
년도

Luangprabang

Vientiane.
Capital

2011

1,368.60

1,794.20

1,658.90

1,464.30

2012

2,233.50

2,202.40

1,717.90

2,182.50

2013

1,259.40

1,735.60

1,034.90

1,607.40

2014

1,747.60

1,499.70

1,672.30

2,567.50

2015

1,468.50

1,349.40

1,461.30

2,415.80

Savannakhet

Pakse

<표 1.2> 2011년~2015년 기상관측소 온도 데이터
기상 관측소
Luangprabang

년도

최고

최저

Vientiane Capital
최고

최저

Savannakhet
최고

최저

Pakse
최고

최저

2010

33.4

20.7

32.2

22.9

32.3

21.3

33.1

23.9

2011

31.38

20.07

30.83

22.37

30.72

20.56

31.89

22.64

2012

32.78

21.05

32.04

23.68

31.99

21.95

32.98

23.64

2013

32.1

20.4

31.8

23.1

31.5

21.7

32.6

23

2014

32.6

20.4

32.1

23.1

32

21.9

32.6

22.9

2015

32.6

20.6

32.6

23.5

32.7

22.6

33.2

23.5

출처: 라오스 통계청, 2016

3. 토양
국제 토양 과학자들은 1959년부터 비엔티엔(Vientiane) 평야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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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였다. 비엔티엔(Vientiane) 평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토양군(soil group)은 전체 면적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Alisols,
Luvisols, Cambisols 그리고 Acrisols이다. 이들 토양군은 농업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DAE 1999).

일
반

이러한 토양군들은 모두 풍화작용을 견뎌온 모재(parent material),
고지대에서 휩쓸려와 유역 및 하천을 따라 퇴적된 충적토 그리고 고위에
서 저위로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한 붕적토 등에서 형성되었다.
4개의 토양군은 고도영역에서 지형 및 자연지리에 영향을 받는 하위-퇴
적토(Regosol)이며 광질 토양이다. 또한 화학적 특성뿐 아니라 토색, 구
조, 토질 역학 구성 측면에서 균질 토양이다. 이들 토양군은 기복형의
계단식 지형에서부터 산악 지형에서도 발견된다. 토심은 30~ 100cm로
토성 역시 사질 점토에서 점토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배수등급은 중간
정도에서부터 매우 양호 수준이며 비옥도는 중간 정도이다(FOF,
2001b).

Acrisols과 Alisols은 광질 토양으로 습하고 수분이 많은 열대 지대의
기후에 따라 토양 생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들 토양은 풍화작용을
크게 거쳐 아르길릭 B 층(argic B-horizon)을 형성한다. 배수등급은 양
호한 편이며 토심은 얕음에서 깊음까지 다양하며 토성은 사양토에서 점
토질 등의 특성을 보인다. 토양 반응은 중산성이며 양분은 저에서 중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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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isols은 아습윤성의 산림 및 초지지역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FOF, 2001b).

4. 지형
라오스는 산악지형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0%가 산지 이루어져 있
다. 고산으로 분류되는 산이 18개 <표 1.3>이며 그 중 최고봉은 2,820m에
달하는 Phu Bia산이며 Phu xao 그리고 Phu xamxum이 각각 해발
2,690m, 2,620m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3> 라오스의 고산
산

주

해발 (m)

Phu bia

Xiengkhuang

2,820

Phu xao

Xiengkhuang

2,690

Phu xamxum

Xiengkhuang

2,620

Phu huat

Huaphanh

2,452

Phu soy

Luangprabang

2,257

Phu sane

Xiengkhuang

2,218

Phu laopy

Luangprabang

2,079

Phu pane

Huaphanh

2,079

Phu khaoming

Xayabury

2,007

Phu sanchantha

Luangprabang

1,972

Phu nameo

Oudomxay

1,937

Phu phakhao

Luangprabang

1,972

Phu doychy

Phongsaly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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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Phu leb

주
Xiengkhuang

해발 (m)
1,761

Phu sang

Vientiane

1,666

Phu chapatao

Luangnamtha

1,588

Phu phiengbolavenh

Champasack

1,284

Phu khaokhuai

Vientiane

1,026

일
반
현
황

출처: 국방부

라오스에는 12개의 주요 강이 흐르고 있다. 그 중 가장 긴 강은 메콩
강으로 국토 전역에 걸쳐 흐르며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서쪽 국경
선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큰 강은 길이가 각각 448km,
354km에 이르는 Nam Ou와 Nam Ngum이 있다<표 1.4>.
<표 1.4> 라오스 주요 강
이름
Mekong

유역
Laos

길이 (Km)
1,898

Laos-Thailand

919

Nam Ou

Phongsaly-Luangprabang

448

Nam Ngum

Xiengkhuang-Xasomboon-Vientiane

354

Nam Xebanghieng

Savanakhet

338

Namtha

Luangnamtha-Bokeo

325

Nam Xekong

Saravane-Sekong-Attapeu

320

Nam Xebangphay

Khammuane-Savannakhet

239

Nam Beng

Oudomxay

215

Nam Xedone

Saravane-Champasack

192

Nam Xelanong

Savannakhet

115

Nam Kading

Borikhamxay

103

Nam Khane

Huaphanh-Luangprabang

90

출처: 기상학 및 수문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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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지난 5년간(2010~2015)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7.9%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 관리 대책 및 메
커니즘과 평화 체제 지속, 사회 질서, 정치 및 경제 안정성, 지역 및 국
제 통합 증대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GDP)은 회계
연도 2010~2011년 US$ 1,217에서 2014~2015년에는 US$ 1,970로
증가하여 목표 GDP인 US$ 1,700을 초과 달성하였다<표1.5>.
<표 1.5> 1인당 국내총생산(GDP)
년도

GDP
(현재 가치)
(백만 Kip)

7차 NSEDP
목표
(US$/명)

실제
(US$/명)

계획대비 실제
달성 비교 (%)

2010~2011

62,458

1,155

1,217

5.37

2011~2012

70,343

1,332

1,349

1.28

2012~2013

80,340

1,494

1,534

0.92

2013~2014

90,823

1,674

1,671

-0.01

2014~2015

102,320

1,860

1,970

5.91

출처: 라오스 통계청(LSB)

6. 정치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은 영해와 영공에 대해 주권 및 영토보전을 가
진 독립 국가이다. 라오스는 다민족 통일국으로서 분리 불가하다. 라오
스 인민민주공화국은 인민민주국가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
민으로부터 나오며 노동자, 농부, 지식인 계급 등 모든 사회 계층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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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민족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의 주인인 다민족 국민의 권리
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을 선도 축으로 하는 정치 제도의 운영을 통해 행
사되고, 보장된다.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국가 행정부로 의회의 승인으로 구성되며
의회구성과 대통령선출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천연자원의 문화적 사용, 환경보호, 국방, 보안, 외교 등의 정책을 펼친다.
정부의 제도적 구조는 총리실, 총리 추천에 따라 의회가 승인한 장관 및
부처급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총리, 부총리, 각 부처 장관,
총리실 산하 장관, 부처급 기관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행정조직
은 주(provinces), 군(districts), 마을(villages) 등 3분류로 나뉜다. 국
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구역을 선포하는데 특별 구역이란 주와 동일한 행
정 단위이다

7. 투자 정보
라오스는 산업의 변형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 강화
하기 위해 생산, 비즈니스 및 서비스 등에서 국내 경제 참여자의 투자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라오스 헌법 제14조). 라오스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
며 자본 유치, 기술사용, 현대적 경영방식을 생산, 비즈니스 및 서비스에 도
입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오스 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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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국가 사회경제개발(NSEDP)(2011~2015) 기간 동안, 총 투자액
은 정부 예산, 무상원조 및 차관, 국내 및 해외 민간 투자, 금융 투자
포함하며 2,487,612.81)억 kip으로, 5개년 계획 목표의 195.88%인
127 조 kip를 달성하였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투자는 GDP의
45.89%인 286,632.3억kip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2015년에는 GDP
의 43.35%인 443,590.3억 kip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까지의 중앙 및 주 차원의 총 투자액은 아래와 같다:
• 정부 예산 투자는 대략 130,176.9억 kip로 계획대비 96.43%
• 무상원조-차관(공적개발원조, ODA) 투자액은 계획대비 91.05%인
약 269,812.6억 kip
• 국내 및 해외 민간 투자는 계획대비 247.81%로 1,672,688.3억 kip
• 은행 여신 투자는 계획대비 307.36%로 약 414,935억 kip.

7.1 정부 예산 투자
7차 국가사회경제개발(NSEDP) 이행 기간 동안, 정부는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통해 주 단위에서 자연재해
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회계연도 2010~2011년 기간에는
공공 투자액이 7,532.3억 kip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투자액 중
6.13%를 차지였으며 2014~ 2015년에는 7.72%, 34,249.3억 kip를 기
록하였다. 7차 국가사회경제개발(NSEDP) 기간 중 정부 예산 투자액은
1) 환율1 UD$ = 8014.21 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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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자액의 5.23% 그리고 5개년 계획 목표 96.43%에 달하는
130,176.9 억 kip를 기록하였다. 각 부처들과 주들은 효율적이면서도
정부의 우선과제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교적 높은 금액의 예산
을 할당하였다:

일
반
현
황

• 경제 분야에 30%
• 사회 분야에 35% : 교육 17%, 보건 9% 기타 사회분야 9%
• 도로 및 사무실 건축에 35% : 도로 건설 28%, 사무실 건축 7%.
전반적으로, 각부처들과 주 정부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를 이
행하였다. 그러나 몇몇 공공투자는 분산되었고 프로젝트 개발은 여전히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며 개발 목표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행단계에서부터 수정되었고, 몇몇 분야 및
주에서의 외국자본 사용은 정부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
행되지 못했다. 부처 및 지방 차원의 프로젝트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역
시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는 특히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투자 제안서(PIPs)에 포함되기 전에 명백한 목표 및 관련성을 보장하고
프로젝트 중복 이행을 방지하며, 현재 지속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프로젝트 제
안서 평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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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무상원조 및 차관
정부는 7차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15)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파트너들과의 논의를 통한 기금 동원을 위해 원탁이행회의와
고위급 원탁회의 등을 주관하였다. 2010년 11월 10일과 2013년 11월
11일에 열린 2번의 고위급 회의에서 개발 파트너들은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 대한 지속적 원조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라오스는 7차 5개년 사회경제개발(NSEDP) 목표인 330,000~
350,000억 kip)의 91.05%에 달하는 269,812.6억 kip, 즉 미화
336,900만 달러의 ODA를 동원하였다. 그 중 무상원조 및 차관의 경우
2010~2011년에는 50,628.9억 kip(대략 미화 63,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17.66%를 차지하였고 2014~2015년에는 53,610억 kip(약
미화 66,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12.09%를 차지 하였다.
무상원조와 차관(ODA)은 아래와 같이 주로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사용되었다
• 무상원조는 새천년 개발 목표(MDGs) 달성을 위해 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에 할당
• 차관은 에너지-광산, 농업-산림, 공공사업 및 교통 등 경제 분야와
인프라(기반시설) 발전에 쓰임.
7.3 국내 및 해외 민간 투자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단일창구투자서비스를 시작으로 빠르고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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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공공의 혜택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도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계획 목표 대비 247.81%에 해당하는
1,672,688.3억 kip, 대략 미화 2,087,137만 달러에 달하는 국내 및 해
외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다. 민간 투자는 2010~2011년 전체 투자액 중
53.55%인 153,487.0억 kip 즉 대략 미화 191,859만 달러에서
2014~2015년에는 전체 투자 중 63.31%를 차지하는 280,817.3억 kip
로 증가하였다.

국내 및 해외 민간투자는 주로 에너지 및 광산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서비스 및 농업 분야가 그 뒤를 따랐다. 농업 분야의 투자는 옥수수, 사
탕수수, 고무나무, 기타 산업용 목재 조림지, 수출용 커피 및 티 농장 등
에서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 투자에는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주를 이뤘으
며 보크사이트 광산 등의 광산투자, 내수 및 수출용의 알루미나와 알루
미늄 가공공장 설립, 금 및 기타 광물 내수 및 수출 가공 등에도 투자되
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5성급 호텔, 고급 빌라, 골프장, 쇼핑몰, 아
파트, 리조트, 컨퍼런스 및 스포츠 센터와 종합 통신 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투자가 이뤄졌다.
7.4 은행 여신
라오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이 낮은 비용으로 여신을 승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 상품은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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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왔다. 현재는 서로 다른 고객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
러 유형의 여신상품이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시중은행들은 또한 대출
조건에 대한 규정, 구조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자금 공급
원의 접근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
어 부실여신을 최대 3%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프라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라오스 중앙은행의
여신 제공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지난 5년간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은행 여신은 414,935 억
kip으로 연 31.09%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 중 민간 은행 여신은 연
32.67% 상승하였다<표 1.6>.
<표 1.6> 은행 여신 투자
설명
은행 여신 증가
값 (억 Kip)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64,984.1

69,269.0

117,729.4

88,041.5

74,911.0

전체(5년)
414,935.0

7.5 재정 및 통화
지난 5년간 환율은 안정세를 보여 왔다. kip는 미 달러 대비 연평균
0.63% 상승하였으며 baht 대비 0.99% 상승하였다. 2010~ 2011년에
서 2012~2013년까지 지속적인 자본 유입 및 미국의 경제 위기와 유럽
의 부채 문제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Kip는
미 달러대비 가치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2014년에는 외화 유동
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인해 달러대비 평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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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었다. 역으로, Baht의 가치가 미 달러 대비 하락할 때 Kip의 baht
대비 가치는 상승하였다. 2014~2015년의 경우 세계 시장 환율 변동으
로 인해 미 달러 대비 kip 가치가 계속 절하하고 있다<표1.7>.
일
반

<표 1.7> 2010년~2015년 환율
통화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평균

LAK/US$

8,036.34

8,010.73

7,867.92

8,033.20

8,123.15

8,014.27

절상/절하(%)

4.16

0.32

1.82

-2.06

-1.11

0.63

LAK/Baht

266.51

258.13

259.32

251.13

245.52

256.12

절상/절하(%)

-3.39

3.25

-0.46

3.26

2.29

0.99

출처: 통화정책부, 라오스 중앙 은행

7.6 수입 및 수출
정부는 기업 분야의 물품 수출입을 장려하고 수출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국제 교역 메커니즘을 개선, 증진하고 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수출입이 증가하였다:
• 수출: 전체 수출액은 GDP의 약 28.08%인 미화 1,422,923만 달러
를 달성하였다. 2010~2011년 수출은 202,715만 달러, 2014~
2015년 수출은 342,60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수입: 전체 수입액은 GDP의 34.79%인 미화 1,762,96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2011년 수입은 232,458만 달러, 2014–2015
년도 수입은 440,77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무역 적자: 전체 무역 적자는 GDP 6.71%인 미화 340,045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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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2010~2011년 무역적자는 29,743만 달러, 2011~
2012년 무역적자는 87,034만 달러, 2012~2013년 무역적자는
38,900만 달러, 2013~2014년 무역적자는 124,713만 달러
2014~2015년 무역적자는 98,16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8. 인프라(기반시설) 개발
라오스 인민 혁명당은 7차 국회에서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관리
및 경영을 통해 수력발전 개발, 광물자원 채굴, 농업-산업화 및 생태 환
경 개발 등 국가 사회 경제 발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라오스는 메콩강 본류 및 지류에서 광대한 수력 발전을 개발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배터리” 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
8.1 수력발전 프로젝트
2015년 기준 전체 9,532MW의 시설 용량에 달하는 207개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현재 27개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8개 대규모 프로젝트는 현재 건설 중에
있다. 대부분의 수력발전소는 울창한 산림 지역인 메콩강 상류 지류에 위
치하며 몇몇은 국립보호국(NPAs)의 홍수 지역에 있다. 수력발전은 산림
전용의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환경기금(PES) 기금지원을 통한 댐 집수
측면에서 마을 산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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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산림 지역에게 수자원 기반의 생태 관광의 기회, 대나무와 목재의 채
취 및 원 거리 수상 운송의 기회(예를 들어 소작농 티크) 등의 창출 역할
을 한다.
일
반

8.2 광산
수력 이외에도, 광산 분야 역시 국가 수입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금, 구리, 알루미늄 및 보크사이트
등을 주로 다루는 주로 외국기업인 1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180개
이상의 광산 채굴권을 승인하였다. 대부분은 노천 채굴 형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에서부터 차례로 채굴하는 방식을 띤다. 채굴활동은 상당한
산림전용 영향을 가져오며 몇몇 채굴권은 국유 보호 및 생산림에 대해
승인된 바 있다.
8.3 도로 및 철로
도로는 GMS 협력에 따른 국경횡단 운송의 주요 동력이자 시장 접근성
그리고 더 나아가 최저생활 수준 이상의 생계수단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선제조건이다. 라오스 정부는 내륙고립국가(Land-Locked Country)에
서 내륙연결국가(Land-Linked Nation)로 변신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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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내륙 연결 및 잠재적 라오스 경제 구역

현재, 태국-라오스-중국을 연결하는 (북회랑(North corridor)이라
칭함)을 잇는 3번 국도(R3)와 같이 아세안(ASEAN)과 중국을 잇는 여러
노선이 존재한다. 중앙의 경우 태국-라오스-베트남을 연결하는 9번 국
도인 동서회랑(East-West Corridor)이 있다. 새로운 철로는 라오스의
자원 운송에 있어 주요 운송수단이 될 것이며 새로운 경제회랑 건설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은 GDP 성장
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라오스의 장기 경제 발전 전망도 향상시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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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잠재적 경제구역을 수립하였다[그림1.3].
2003년 이래로 10개의 특별경제구역(SEZ)이 설립되었다<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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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특별경제구역(SEZ)

21

라오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표 1.8> 특별경제구역(SEZ)
No

SEZ

설립

1

Savan-Seno 특별경제구역

2003

2

Boten Beautiful Land 특정경제구역

2003

3

Golden Triangle 특별경제구역

2007

4

Vientiane Industrial and Trade Area

2011

5

Saysetha 개발구역

2010

6

Phoukhyo 특정경제구역

2010

7

Thatluang Lake 특정경제구역

2011

8

Longthanh- Vientiane 특정경제구역

2012

9

Dongphosy 특정경제구역

2012

10

Thakhek 특정경제구역

2012

출처: http://www.investlaos.gov.la/index.php/where-to-invest/special-economic-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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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본 파트에서는 토지 분류, 토지세 및 토지세 면제, 국유지 임대
및 양허료, 산림 및 임지 분류 및 관리, 조림지 개발 정책, 조림 수종
및 상업적 사용, 중앙 및 지방 산림 정부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
직도와 더불어 중앙 및 지방의 역할 역시 본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다.

1. 토지 분류
라오스의 토지는 ‘국가는 중앙 집권식의 통일된 관리방식을 통해 국가
토지를 관리하며 사용, 임대 혹은 양허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가족
및 경제 단체로의 토지 할당, 군대, 정부 기관, 정치 기관, 라오스 국가
건설전선 및 일반 단체에게 할당, 임대 혹은 양허를 위해 외국 개인 및
단체 등으로의 할당 등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
의거하여(NA, 2003)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는 중앙 집권식의 통일된 방식으로 전 국토를 관리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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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토지법 제10조(NA, 200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관리 책임을
국가 토지 관리청에게 부과하며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한다.
또한 농림부, 산업 수공업부, 통신, 운송, 체신 및 건설부, 정보문화
부, 국방부 및 안전부 등의 관련 분야에게 토지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 국토는 아래와 같이 지역 및 지목으로 나뉜다
1. 지역 분류: 평야 지역, 고원 지역 및 산악 지역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도시 지역
• 농촌 지역
• 특정 경제 구역
• 특별 경제 구역
2. 지목 분류
• 농지
• 임야
• 수변지
• 공업지
• 상업지
• 문화지
• 국방 및 안보지대
• 건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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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세 및 토지세 면제
2007년 5월 8일자 대통령령 No.1에서는 토지세를 통한 정기적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예산법에 따른 국가 예산의 효율성 및 규칙성에 기여
하고자 국가 전역에 걸쳐 동일하게 토지세를 이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소지자와 모든 단일 토지 구획(plot)에 대한 토지
활용권을 소지한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법 제60조(표
2.1a 및 b)에 따라 정부에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산
림
및
임
업

2.1 농지-임야 토지세 면제

현
황

a. 종자 실험 또는 생산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b. 새로 개간된 논은 정리 개간 시작 연도로부터 3년간 토지세 면제
c.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70% 이상 살아남은 논 또는 고랭지 논은
해당 연도 토지세 면제
d. 농업 및 산림 분야 규정에 따라 등록된 ha당 최저 1,100본으로
이뤄진 조림지
e. 화전 경작을 막기 위해 농사 및 축산 등 고정 농법으로 전환한
토지는 전환 시작 연도부터 3년간 면제
f. 화재로 재산손실에 가옥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은 해당 연도에
대한 토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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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지 세금 면제
a. 국민 영웅의 주택지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주택지인
토지. 토지법 제42에 따라, 토지세 면제 대상 면적은 가구 1인당
800m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면적에 대해
토지세를 100% 납부해야 한다.
b. 기술 행정 조직, 기술-과학 연구/실험 등을 담당하거나 국방, 보안
업무, 학교, 병원, 진료소, 보건소, 국립 경기장 및 국립공원 등
을 담당하는 단체 및 기관 혹은 정부조직 등이 위치한 토지.
c. 종교 구분 없이 사찰, 교회, 예배공간, 묘지 및 기타 고고학적
유적지
d. 교육부에서 발급한 합법 면허를 소유한 사립학교
e. 라오스가 인가하고 외교부 제안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원칙을
준수하는 대사관 및 국제기구
f. 외국인 거주자, 무국적자 및 국유지 임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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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a> 농지 토지세율
토지세율(kips/ha/년)
저지대
농경지 토지세 대상

도시
지역

고원

농촌
지역

도시
지역

산악지대

농촌
지역

도시
지역

농촌
지역

25,000

20,000

I. 논:
1. 논

45,000 35,000 40,000

30,000

2. 자연재해 피해에서 살아남은 논:
- 피해를 보지 않은 면적이 70% 이상인 경우
..........

..........

..........

...........

..........

...........

- 50~70%

10,000

5,000

9,000

5,000

5,000

5,000

산
림

- 2.3 50% 미만

20,000 10,000 10,000

10,000

8,000

8,000

및

30,000 20,000 20,000

15,000

20,000

10,000

임
업

1. 정주논(Sedentary rice fields)

20,000 15,000 16,000

14,000

14,000

12,000

현
황

2. 회전논(Rotating rice fields)

25,000 20,000 25,000

15,000

20,000

15,000

1. 원예

12,000

9,000 11,000

10,000

10,000

10,000

2. 과수목

30,000 20,000 20,000

10,000

15,000

8,000

3. 공예작물 및 한해살이 작물

45,000 35,000 40,000

30,000

30,000

20,000

4. 약초 식물

20,000 10,000 15,000

8,000

10,000

6,000

5. 모든 유형의 채소

30,000 20,000 25,000

15,000

12,000

8,000

6. 모든 유형의 목재

25,000 15,000 20,000

10,000

12,000

8,000

1. 천연축산 초지

35,000 20,000 30,000

15,000

20,000

12,000

2. 개간한 천연축산 초지

30,000 10,000 25,000

8,000

16,000

6,000

3. 축산장

45,000 35,000 40,000

30,000

30,000

20,000

4. 수중 생물 사육 연못

40,000 30,000 35,000

25,000

30,000

20,000

1. 가축 없는 초지

40,000 30,000 35000

25,000

30,000

20,000

2. 기타 미사용 농지

40,000 30,000 35,000

25,000

30,000

20,000

해당 연도 토지세 면제

3. 휴경 논
II. 육도논:

III. 과수원:

IV. 가축 사육지:

V. 기타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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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b> 건설 토지 토지세율
토지세율 (kips/m2/년)
건축지 토지세 대상

I. 수도 관할 타운:
1. 중앙 도심 구역
2. 주변 도심 구역
3. 교외 구역
4. 도시 개발 구역
II. 주 당국 관할 타운:
1. 중앙 도심 구역
2. 주변 도심 구역
3. 교외 구역
4. 도시 개발 구역
III. 군 당국 또는 Chief-town 관할 타운:
1. 중앙 도심 구역
2. 도시 개발 구역
IV. 농촌 지역:
1. 저지대 촌
2. 고지대 촌
3. 산악지대(고랭지) 존

거주지

산업 및
수공예품

상업 및
서비스 가게

공한지
(미개발)

80

180

300

300

60

150

240

240

40

80

180

180

30

60

100

100

60

160

250

250

50

120

200

200

30

60

180

180

20

40

80

80

25

60

120

120

20

30

60

60

15

20

30

45

10

15

25

30

5

8

15

15

3. 국유지 임대 및 양허
2009년 11월 18일자 대통령령 No.2/PO(PO, 2009)에서는 국유지의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관리, 개발, 보호 및 이용을 위해 또한 국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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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증진 및 기금으로 조성하고 세수를 통한 예산확보를 목적으로 국유지
임대 및 양허료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지 임대 및 양허 비용이란 산업,
관광 및 서비스, 사업 및 상업, 거주 및 스포츠 경기장 등의 활동을 위한
토지 임대 및 양허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을 의미한다. 국유지 양허료는 농
업, 조림지, 광산, 카지노, 특정 경제구역 설립 등의 활동 이행에 대해
영업권 보유자(concessionaires)가 지불한 세수이다. 국유지 임대 및 양허료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면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임대 및 양허료를 지불해야 한다(PO 02 제2조).

산
림
및

국유지 임대 및 양허료 산정은 각 구역의 지리적 위치와 사회 경제적
영향도에 따르며[그림 2.1] 또한 아래와 같이 세 범주로 분류되는 경제구역
국가 정책에 기반한다
a. 구역 1: 산, 고원, 경제 인프라가 없어 투자가 장려되는 평야
b. 구역 2: 산, 고원, 경제 인프라를 부분적으로 갖춰 투자가 장려되는 평야
c. 구역 3: 산, 고원, 경제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투자가 장려되는
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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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3개 투자증진구역

국유지 임대 및 양허료 산출은 <표 2.2>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활
동, 관광 및 서비스, 거주지 및 시설 건축 그리고 기타 건축에 대한 국유지
임대료는 각각 <표 2.2, 2.3, 2.4, 2.5>와 같다. 농업, 조림지, 광산, 카
지노 및 서비스에 대한 국유지 양허료는 각각 <표 2.6, 2.7, 2.8, 2.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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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산업활동을 위한 국유지 임대료
Serial
Number

국유지 임대료
USD/ha2)/년

국유지 임대 목적

구역 1 구역 2
100

200

구역3

1

제약 공장, 의료 장비 생산, 건강의료 제품 생산

300

2

교육장비, 스포츠 장비, 악기, 장난감 공장

100

200

400

3

출판 인쇄

100

200

400

4

건설 장비 제조업체

100

200

400

5

수력 발전소, 발전소 및 변전소

100

300

500

6

도축장, 식품가공공장, 비-알코올 음료공장, 농산품 가공
공장, 농기계공장, 수공예품 공장

100

200

300

7

실, 섬유, 직물 및 재봉공장

200

300

600

8

문구류 공장, 컴퓨터 공장

200

300

600

9

기계류 공장, 자동차 및 예비 부품 공장

200

300

600

10

전기제품, 통신 장비 공장

200

400

600

11

화력 발전소

200

400

600

12

비금속 가공, 연료, 화석 및 금속 가공 공장, 시멘트 공장

200

400

600

13

고무 가공, 펄프 및 제지가공, 가죽 공장

200

300

400

14

재 가공 및 재활용 굥장

100

200

400

15

화학처리 공장,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공장

500

800

1000

16

목재 가공 및 목제품, 가구 공장

500

1,000

2,000

17

담배 공장 및 알코올 음료 공장

1,000

2,000

3,000

고압 송전선 설치를 위한 국유지 임대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
다르다. 라오스에서 수력발전소를 설립하는 투자자가 고압 송전선 설치를
하는 경우, 임대료는 면제된다.

2) ha는 토지 면적 측정 단위인 ha를 의미하며 10,000 평방미터(square meter)와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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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문화, 자연 및 역사적 지역 관광 서비스를 위한 국유지 임대료
Serial
Number

국유지 임대료
USD/ha/년

투어 지역
구역 1

1

마을(village) 차원

2

구역2

구역3

70

100

200

군(district) 차원

100

200

300

3

구(province) 차원

200

300

400

4

국가 차원

300

400

500

<표 2.4> 거주지 및 시설 건설을 위한 국유지 임대료
국유지 임대료
USD/ha/년

Serial
Number

투어 지역

1

공공 관련 활동: 국립 공원, 학교, 병원, 놀이터,
재활센터

100

2

주택 및 거주건물 건설

300

500

1000

3

개별 서비스 및 활동: 은행, 상업용 빌딩

500

10,000

50,000

4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카페, 컨벤션 센터,
오피스 빌딩 건설

1,000

5,000

10,000

5

인프라(기반시설): 통신, 시장, 버스정류장, 화물
집하장 및 창고

3,000

5,000

10,000

6

개별 서비스 및 활동: 호텔, 리조트, 나이트클럽

5,000

30,000

70,000

구역 1

구역2
300

구역3
500

<표 2.5> 스포츠 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유지 임대료
Seri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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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대료
USD/ha/년

국유지 임대 목적
구역 1

1

일반 스포츠 경기장

2
3

구역2

구역3

50

150

250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100

150

200

골프장

150

2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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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조림지, 광산, 카지노 및 서비스에 대한 국유지 양허료는 각
각 <표 2.6, 2.7, 2.8, 2.9>와 같다.
<표 2.6> 농업 활동을 위한 국유지 양허료
Serial
Number

국유지 임대료
USD/ha/년

국유지 양허 목적
구역 1

구역2
5

10

구역3

1

작물 및 곡물 경작

15

2

가축: 소, 버팔로, 염소, 양 등

5

10

20

3

과수 농장 및 대형 수목

5

10

20

산
림

4

산업용 조림지

6

10

20

및

5

비목재 임산물 및 허브 조림지

7

15

25

6

가금류 및 소동물

10

15

25

임
업

7

수경재배 활동

10

20

30

<표 2.7> 조림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 양허료
Serial
Number

국유지 임대료
USD/ha/년

국유지 양허 목적
구역 1

구역2
8

15

구역3

1

최대 10년 경제적 목재 조림지

25

2

최대 10년 속성 수종 조림지

10

20

30

3

고무나무 농장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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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광산을 위한 국유지 양허료
Serial
Number
1

2

광물자원
탐사
보석 및 반-보석:
오팔, 마노, 자수정
첨정석, 석류석, 토파즈 ….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옥
귀금속:
• 금, 백금

3

4
5
6

7

8
9

•은
비금속:
• 납, 아연
• 구리
주석 및 텅스텐
작은 금속
안티몬, 몰리브덴, 비스무트(창연), 수은, 알루미늄
철 금속:
• 철, 망간, 황철석
• 크롬, 니켈
공업용 광물:
명반석, 석면, 중정석, 라테라이트, 고령토, 석
회석, 대리석
건설 자재
증발암 광물자원:
• 탄산칼슘
• 암염
• 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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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광물:
• 토탄

국유지 임대료
USD/ha/년
경제연구
기술 분석

채취

1
1
2

1
1
2

2
2
3

300
500
700

1

2

3

100

1
1

2
2

3
3

60
80

1

2

3

100

1

2

3

60

1
1

2
2

3
3

70
80

1

2

3

50

1

2

3

50

0.5
0.5
1

1
1
2

3
3
5

20
20
30

0.5

1

2

30

• 석탄
- 무연탄
11
12

36

- 갈탄
지하수, 광천수, 온천수
원유 및 가스

1
2
3
70
1
2
3
70
0.5
1
3
20
정부와 기업간의 협약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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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카지노 사업을 위한 국유지 양허료
Serial
Number

국유지 양허 목적

1

카지노 관련 모든 활동

국유지 임대료
USD/ha/년
구역 1

구역2

구역3

200,000

400,000

800,000

비고: 카지노 관련 국유지 양허료 수납은 토지 양허 실제 면적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산
림

4. 산림 식피 및 산림 분류

및

라오스 산림국(DoF)은 토지사용변화와 산림피복(LUCFC)을 평가하

임
업

기 위해 1992년부터 매 10년마다 국가산림피복 평가 조사를 수행하고

현
황

있다. 산림은 “5m 이상의 수고를 보이는 수목과 20% 이상의 임관피복
도(Canopy cover)를 가진 0.5 ha 이상 면적의 토지”라고 정의된다.
산림 및 토지 사용은 현재 산림3) (Current Forest, CF), 잠재 산림4)
(Potential Forest, PF), 기타 산림 지역5) (Other Wooded Area,
OWA), 영구 농경지(Permanent Agricultural Land, PAL) 및 기타 비
산림지역(Other non-Forest Area, OFA) 등 5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현재 산림은 20% 이상의 임관밀도를 가진다. 만일 이 기준선 이하의
3) 현재 산림(또는 산림 피복)은 천연림 및 조림지를 포함한다. 20% 이상의 임관피복도를 보이
며 0.5ha 이상의 면적을 가진 대지를 가리킨다. 수목의 최저 수고는 5m이다.
4) 임관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벌목 및 이동 경작) 20% 미만으로 줄어든 이전 산림 지역은 잠재
적 산림으로 분류된다. 잠재적 산림에는 대나무, 기존 이동 경작 지역(어린 2차 산림) 및
임시 무립목지 등이 포함된다.
5) 부지 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임관이 20%를 초과할 수 없는 지역을 기타 산림 지역으로 분
류한다. 사바나(대초원), 관목 산림, 둔화 수목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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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밀도를 가진 산림의 경우에는 다른 산림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
한 평가 시스템은 산림 지역의 정량적 변화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산림 내에서 서로 다른 초목 유형을 가진 1차 산림과 2차 산림을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평가 시스템에서는 정성적 특징인 바이오매
스, 탄소 저장, 생물 다양성 및 산림의 기타 생태계 기능 등을 평가하기
가 불가하다.

국가 정의에 따르면 산림 피복율은 1992년 전체 국토 면적의 약
70%(1,700만 ha)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40.3%6)(950만 ha)로
감소, 2015년에는 47%로 다시 증가하였다. FAO 정의7)와 비교 시, 산
림 식피는 2002년에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2].

6) DOF. 1992~2010년 동안의 산림 식피 및 토지사용 평가 보고서, Vientiane Capital,
Lao PDR: 산림국, 2012.
7) FAO 정의에 따르면 산림이란 “임관피복도 10% 이상인 수고 5m 이상의 수목 혹은 원지
에서는 이러한 기준선에 도달하는 수고로 이뤄진 0.5ha 이상의 면적의 토지”이다. 농업
혹은 도시 사용 대지는 산림에 포함되지 않는다(FA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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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그림 2.2] 1940년~2015년 산림 식피 변화 (DOF 2015)

및
임
업
현
황

5. 산림 및 임지 범주와 관리 시스템
관리/경영 목적 기준으로 산림 및 임야는 보호림(PFs), 보전림
(CFs) 그리고 국가 생산림(NPFs) 등 3가지 범주(3개 산림 범주)로
분류된다. 각 산림 범주는 각각의 특정 기능 및 서로 다른 관리 목
적을 가진다. 산림국은 각 산림 범주에 맞는 경영 계획 및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각 산림
을 관리/경영해야 한다(NA, 2007).
5.1 보호림(PF)
보호림 경영 목적은 수자원 보존, 토양 침식 방지, 국방 전략지 확보,
자연재해 예방, 자연 환경 보호 및 메콩 강 지류의 유역(분수령) 보전 등에
있다. 보호림은 ⅰ) 국가 차원, ⅱ) 주 차원, ⅲ) 군 차원 그리고 ⅳ)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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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보호림의 관리경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a. 보호림 내 산림 및 임야는 국토 전역에 걸쳐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
되어야 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 및 산림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며 국가 사회 경제 발전에 부합하고,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조율/협업 및 협력한다.
b. 보호림은 전체 보호구역8) 과 통제사용구역9)으로 나뉜다. 전체 보호
구역은 엄격히 보호되며 다음의 활동 및 경제적 활동 등이 절대적으
로 금지된다: 이동 경작, 비목재 임산물 수집 장작 수확 및 벌목,
거주지, 토양 및 광물자원 채취. 통제사용구역은 관리경영 계획에
따라 목재 및 임산물 채취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c. 보호림 내 황폐림의 복원은 앞서 언급된 관리경영 목적을 따른다.
5.2 보전림(CF):
보전림은 보호림과 유사하게 4단계로 분류되나 보전림의 경영 목적은
식물 종, 야생동물 서식지, 생물 다양성 및 산림의 생태학적 기능 보전
등에 있다. 산림법에 의거한 보전림의 관리경영 원칙은 아래와 같다:
a. 보전림은 (1) 전체 보호 구역10), (2) 통제 사용 구역11), (3) 회랑
8) 전체 보호 구역은 35도 이상의 경사도를 지는 산림 지역으로 환경오염의 위험에 처한 기타
지역, 길, 하천에 따라 위치해 있는 산림 및 수자원 지역 등을 포함한다.
9) 통제사용구역은 높은 위험 수준의 환경영향이 없는 산림 지역을 말한다.
10) 산림 지역이란 다양한 야생 동물이 주요 서식지 및 양육지를 말하며 다양하고 무성한 초
목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11) 산림 지역은 전체보호구역에 근접하거나 인접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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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idors)12), 그리고 (4) 완충구역13)등 4개 구역으로 획정된다.
생태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개발을 제외한 사업 운영 및 임산물
수확 등은 모든 구역에서 제한된다. 지역 커뮤니티들은 가계 소비
목적으로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지역에서의
관리 지역 내 관습적 사용은 관리/경영 계획상에 명시되어 있다.
b. 보전림 내 황폐림의 복원은 산림의 풍요로움 유지, 식물 및 야생동물
종,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보전, 환경보전 장려 및 증진 등
의 관리경영 목적을 가진다.

산
림
및
임
업

5.3 국가 생산림(NPF)
국가 생산림의 경영은 앞서 언급된 2개 산림 범주와는 완전히 상이
하다. 생산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생산림만 존재하는데 라오스 정부
는 국가의 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림
에서의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 등의 수확을 허용하고 있다. 산림법 및
총리령 No.59(PMO, 2002)에 따르면 생산림 경영/관리는 다음의 임
무를 포함해야 한다:
a. 생산림 경계 구분. 산림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해 산림 조사 이행.
생산림을 생산 구역, 보존구역 및 개발 구역으로 분류
12) 회랑 구역은 2개의 보전림 사이에 혹은 보전림과 기타 산림 유형 사이간의 동물의 이동
로를 제공해주기 위한 산림로 보존 관리 지역을 말하며 기존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일반적인 야생동물 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13) 완충 구역은 보전림에서의 침입(encroachment)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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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생산림 지역(PFA)에 대한 산림 경영 계획 수립, 생산구역에서의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수확, 개발 구역에서의 산림 복구, 보존구역
에서의 고보호가치산림(HCVF’s) 경영 등 관리 대책 수립
c.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산림 경영계획
및 규정 대책에 따라 국가 생산림 경영/관리
d. 목재 수확 국가 법령에 의거한 목재 수확
e. 산림경영계획 이행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

6. 조림지 개발 정책
라오스 정부는 산업 및 수공예품 공장으로의 원자재 공급을 위해 세제
혜택 및 면제 혹은 감세 및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유인책 등을 제공함으로
써 개인, 가정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수목 식재를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
으며 조림 분야를 농촌지역의 경제성장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MAF, 2010). 정부는 2020년까지
500,000ha 의 목재 조림지를 조성하고 70%의 산림피복(자연 및 조림)
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상기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림을 위한 토지 임대 혹은 할당, 조림을 재산권,
등록 조림지에 대한 토지세 면제, 농민 및 단체에게 묘목 무료 배분 등의
장려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조림지 조성 증진과 관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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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었다
a. 개인, 가구 및 단체에 식재 목적의 산림 및 임야 배분에 대한 총리 령
No.186/PM 1994.
b. 1,600m2 이상의 수목을 식재한 개인, 가정 및 단체에 토지세 면제
(MAF, 2000 및 PM, 2003).
c. 라오스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산업용 조림지 융자 프로그램 설립
산
림

(from 1994년부터 2000년까지 1차 단계).
d. 2001년부터 ㎥당 USD 1~3의 원목 사용료 이외에도 재조림 수수

및

료를 부과하고 해당 세수는 묘목장 설립 및 농민 배포용 묘목 생

임
업

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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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농민을 포함한 지방 인사에게 조림지 조성 및 유지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통해 기술적 가이드라인 및 역량 수립 제공
라오스는 조림지 개발에 대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 역시
산업용 조림지를 장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다수의
조림지 조성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생장 결과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는 못하였다. 평균 생장량(MAI)은 5년생의 유칼립투스(E. Camal-

dulensis)의 경우 ha당 4.88㎥~6.25㎥, 4년생 아카시아(Acacra
mangium)은 ha당 10.8~13.3㎥로 나타났다. 라오스 조림지 조성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바로 선별 수종의 생장에 대
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적지 적수 선점 및 조
림지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유능한 인력 부족

43

라오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등이 꼽히고 있다. 연구 이행을 위한 예산 역시 매우 한정적이며
대부분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조림 수종 및 상업적 사용
상업용 조림수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종으로는 고무, 유칼립투
스, 아카시아, 티크 및 Agar 등이 있다. <표 2.10>은 2020년 조림지 완전
생산 시 예상 목재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0> 2020년 조림지 완전 생산 시 예상 목재 가치
추정 직매가
재배업자의
(farm gate price) 잠재적 가치
($/㎥)
(백만 달러)

수종

잠재 면적
(ha)

평균 생장률
(㎥/ha/년)

연 생산
(㎥)

고무

300,000

47㎥/ha
30년 주기 회복

470,000

100

47

유칼립투스
그리고/또는
아카시아

167,000

20

3,340,000

40

134

티크

28,000

10

280,000

56

16

출처: Midgly, S., et al, 2011.

7.1 고무나무(Hevea brasilliensis)
최근 들어 농업 분야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고무산업 발전을 들 수
있다. 49,000개의 농가가 고무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고무나무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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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6,500ha에 달한다. 대부분의 고무는 북쪽지역 특히 퐁살리
(Phongsaly), 루앙남씨(Luangnamtha) 그리고 오돔사이(Oudomxay)
에 위치해 있다. 상기 3개 주는 전체 고무 나무 조림지 면적의 59%를 차
지하고 있다. 루앙남씨(Luangnamtha) 주에서는 절반 이상의 농가가 고무
를 재배하고 있다.

Douangsavanh et al.(2008)에 따르면 2006년 15개 주에 걸쳐 28,000
ha의 고무나무 조림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2010년 184,000ha
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Hicks et al.(2009)은 2020년 300,000ha
로 예측하고 있다. 현 추정치에 따르면 고무를 식재한 조림지 총 면적은
227,00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텍스를 위해 30년 동안 고무를
관리하며 벌기 마다 47㎥를 수확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무나무 단지는 연
간 470,000㎥의 잠재적 목재 자원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7.2 유칼립투스 및 아카시아
유칼립투스는 지난 50년 이상 동안 라오스에서 식재되어 왔으며 수
종, 산지 및 다양한 생장 환경에 적합한 혼합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상당한 과학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주요 수종으로는 E. tereticornis와

E. camaldulensis 그리고 E. urophylla, E. grandis 및 E. pelhta과 같
은 종의 교잡종이다. (특히 E. camaldulensis와 E. deglupta간의 태국
교잡종인 K7은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성공하였으며 태국은 유칼립투스
를 다루는데 있어 지역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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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티크(Tectona grandis)
티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고 천연림에서의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라오스에서는 1942년부터 티크 조림지 조성이 시작되었다. 티크
목재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목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부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30년 간 소규모
티크 조림지를 조성하도록 장려하였다. 현재 티크 조림지 대부분이 민간
의 소규모 소유자들에 의해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라오스의 티크 조
림지 전체 면적은 28,000ha가 넘는다.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
주는 26,500ha에 달하는 티크 조림지를 보유하고 있어 라오스 내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98%는 농민과 민간 부문 소유이다.
티크 조림지 대부분은 목재 운송 및 향후 조림지 매각 등을 이유로 도
로 혹은 강에 인접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티크 조림지는 보통
‘taungya’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화전법과 연계하여 조성된다. 밭벼
(upland rice), 참깨, 파인애플과 같은 농작물과 함께 3년 동안 수목을
간작한다. 이러한 농법은 조림지 조성 초기에 적절한 잡초 관리 등의 효
과를 가져온다.
티크 수확은 일반적으로 수목이 흉고직경 15cm의 크기로 자라는 12
년생에 시작된다. 대부분의 조림업자는 재정상황에 따라 수확량을 조절
하고 있지만 티크의 수확량은 자원이 성숙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Luang Prabang) 주에서는 조림지에서 생산된 티크가 7,000
㎥ 이상 수확되었다. 2010년에는 20,000㎥(Sawathvong 2010)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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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하였으며 2012년에는 40,00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작
농이 재배한 이러한 높은 가치의 조림지 열대 활엽수 자원은 낮은 가격
의 각재로 비엔티엔(Vientiane)에 보내지거나 타국으로 수출되는 대신
현지 사용을 목적으로 한 매력적인 투자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Midgley et al. 2006).
7.4 그외 수종
산
림

라오스에서 상업용 조림지에 사용된 수종으로는 아가우드(agarwood)

및

(Aquliaria crassna)가 있다. 이는 치유목적 그리고 향수 목적의 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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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수지성의 목재(resinous wood)이다. 아가우드는 희귀성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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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와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특히 라오스 남부의 Bolevens 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림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림지
몇 곳은 공공 투자를 통해 지원되었으며 향후 수요 충족을 위해 관리되고
있다. 2005년 말 라오스에는 조림 및 환금작물협회(Lao Plantation and
Cash Crop Business Association)이 4,418ha에 걸쳐 2천만 본을 식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Midgley 2006). 이러한 자원이 전통적인 목재 가공
산업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
가구 목재에 대한 지역적 수요로 인해 식재된 수종들로는 망고
(Mangifera)와 잭푸르트(Artocarpus)가 있다. 이들 수종은 일반적으로
정원에 식재되었으며 성숙도에 따라 그때 그때 수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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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 정부 조직 및 기관
산림 정부 조직 및 기관은 중앙 그리고 지방 차원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의 경우, 농림부(MFA)가 정부주무부처로 활동하고 있다. 농
림부에는 12개 부서와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산림부 와 산림점
검부) 2개 부서가 산림자원의 경영, 보전, 보호,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하
여 거시적 관점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농림부 장관실(Permanent Secretary Office)
• 조직 및 인사부(Department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 감사부(Department of Inspection)
• 계획 및 협력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Cooperation)
•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축산 및 어업부(Department of Livestock and fisheries)
• 산림부(Department of Forestry)
• 관개시설부(Department of Irrigation)
• 토지관리 및 개발부(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and
Development)
• 산림 점검부(Department of Forestry Inspection)
• 국가농림지도서비스(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Ext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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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농림연구기관(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ion)
중앙정부 및 지방 차원의 산림 정부조직 및 기관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8.1 중앙 정부 차원의 산림정부조직
8.1.1 농림부 (MAF)

산
림

총리령 No.262/PM 2012(PMO, 2012)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의 조직 및 역할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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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국가 헌법, 법, 국회 결의안, 정부 명령, 대통령령 및 기타 총리
법안 이행
• 정부 정책 기반의 전략, 프로그램, 계획 및 프로젝트와 농림분야
관련 전략, 기본 계획 및 정부 협약서 수립
• 신규 법, 법령 및 규정의 개정제안 및 초안 작성, 상기 사항들을
세부 지시, 통지, 규칙, 기술적 규범으로 구체화하며 식품안보,
상품 생산 및 기타 상위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립 달성, 보장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적절한 지도 방법론으로
개발
• 농림부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기타 법안뿐 아니라 법, 규정, 전
략, 프로그램, 계획 및 프로젝트의 이행을 관리, 감독, 지원,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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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감시 및 평가
• 양질의 종자, 품종, 수생물의 충분한 공급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사회 경제적 상
황에 적합한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성공사례 선별 및 활용, 농림 기술
과 테크닉에 대한 과학적 연구 실시
•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맞는 작물의 위생 관리, 검사 및 인증, 화학
비료, 유기질 비료, 살충제, 수의학, 백신, 동물성 사료, 동물 육종,
종자 등 농업 투입물의 수출입품에 대한 품질 및 기준 통제 등의
관리; 또한 각 분야의 법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전역에 걸쳐 통일
된 방식으로 수송관리 및 식물, 가축, 수중 자원 보호, 기계류 및
농기계류 관리
• 혁신적, 현대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위한 효과적
수자원 공급을 위해 관개시설 및 수분 공급(방출) 관리 및 발전
• 가공 산업에 대한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관점의 원자재 확보뿐
아니라 가공 산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농림분야 내 투자 관리,
증진 및 모니터링
• 환경을 위해 식재지역 조사이행, 배정 및 파악, 경제적 수목 조림지
관리 및 증진, 농림부관리에 따라 산림 및 임야에 대한 기타 법안,
산림법, 수중 및 야생동물법 등의 이행 모니터링 및 점검
• 생산림, 비목재 임산물 및 마을숲에 대한 연구 실시 및 경영계획
수립, 또한 국가 전역에 걸쳐 산림피복 면적 모니터링
• 불법 벌목 방지, 비목재 임산물의 교역 및 운송, 법에 위배되는
수중생물 및 야생동물, 생물 다양성 등과 관련한 대책 등 산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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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점검; 수중생물 및 야생동물법과 산림법을 위반하는
범법자에 대해 관련 당사자와 함께 권한 내에서 조사 이행
• 차원의 농업 및 산림 기술자 육성, 국민, 생산업체 및 기업가에게 트
레이닝 및 신규 과학 기술 제공을 위해 서로 다른 단계에서의 농
업 및 산림 기술 서비스 센터 설립 및 개선
• 국가 경제 관리 및 증진을 위한 적정 정책 연구 및 파악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집약적이면서도 높은 생산성의 농업 생산에 맞춰
생산그룹, 신용 그룹, 마을 개발 기금, 신규 농림 협동조합, 국

산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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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집합 기업 및 기타 생산 유형 그룹 조직 및 이동
• 농림분야 발전을 위한 기존 법 및 규정에 맞춘 국내 및 해외 투자자,
국제기구 및 기타 출처로부터의 원조 및 투자 장려, 라오스가
채택한 국제 협약 이행
• 농경지, 집수 및 관개 대지 등에 대한 육지 측량 및 지대설정
(zoning). 농림부 관리 하에 농경지 및 임야의 토지 권리제안. 이
동 경작 박멸, 영구 고용 창출, 정부 및 법 승인 하의 산림 개발
및 농경지 개발 등에 대한 규정 등 자원의 관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규정 연구 및 발표
•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아래 농림부 의무 이행에 있어 관련 조직기
구 감독, 관리, 모니터링 및 감시
• 농림분야 공무원 교육 및 업그레이드. 조직 구조 연구 및 개편.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 임무에 적합한 각 직위별 기준 파악, 직원
인센티브 활용 및 제공; 지방의 농림분야 공무원 임명 및 배정
과 관련한 주 및 군 당국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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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및 산림 정보와 통계 시스템 수립, 관리, 개선 및 확대. 사회로의
해당 정보 전파
• 관련 법에 따라 계획, 예산책정 및 보고 등 농림부 재무 및 자산
관리
• 기타 정부가 부여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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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농림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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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산림국(DOF)

산림국은 아래와 같이 분과(division), 부서(Section) 그리고 사무소
(office)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4]:
∙ 행정 및 조직 분과
∙ 계획 및 협동 분과
∙ 산림 기술 기준 수립 분과
∙ 생산림 및 벌목 관리 분과
∙ 마을림 및 비목재 임산물 관리 분과
∙ 조림지 및 산림 투자 증진 분과
∙ 산림 조사 및 계획 분과
∙ 산림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무소
∙ 산림발전기금 사무국 사무소
산림국의 기능 및 역할은 MAF No.1887 MAF 2012 (MAF, 2012a)
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상부가 수립한 산림 업무 관련 헌법, 법, 규정, 법령, 결정, 명령 및
기타 법안 이행
∙ 산림 정책 및 전략을 고유의 세부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변
환하여 성공적으로 이행
∙ 정당의 정책에 맞춰 산림 업무와 관련한 법안 초안 제시 및 법안 수
정, 해당 법안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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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간에 상관(superior)이 발표한 법, 전략, 계획, 프로그램, 프로
젝트 및 기타 법안의 이행 검토
∙ 연구 이행 중심 기관으로서 활동, 산림 자원 정보 관리 및 산림 자원
변화 모니터링
∙ 구역에 대한 상세 설명, 연구, 관리; 관리계획 이행, 산림 및 임지,
비목재 임산물, 산림 지역 내 수자원 및 야생동물 등의 보전, 보호,
개발 및 사용
∙ 산림 인증 업무, 벌목, 통나무 운송, 장식용 식물, 건축 비계(버팀
대), 기둥, 울타리 기둥, 비목재 임산물, 장작 및 숯 등의 관리 및
숯 제작 오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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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운영관련 벌목과, 벌목 수단, 장비 및 노동 관리
∙ 목재 stamping hammer 사용 관리 및 허가, 천연목재, 조림목 및
비목재 임산물 벌목 허가증 발행,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의 국내 및
수출용 운송 허가증 발행
∙ 모수, 묘목장,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 조림지 등록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장려
∙ 산림, 비목재 임산물, 수중생물 및 야생동물 관련 업무 관리 및 모니
터링과 관련한 기타 당사자 및 산림점검국과의 협력
∙ 산림, 임야, 비목재 임산물, 수중생물 및 야생동물, 생산림 내 마을
숲, 미분류 임야 및 조림지 개발 등의 모니터링 및 관리
∙ 농림부 심의를 위해 제출하기 위한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 투자 관
련 연구 및 의견 제시
∙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 관련 사업 등록 및 사업 등록 면허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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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기술 제안서 등의 연구, 검토 및 인증; 이후 심의를 위해
상관(superior)에게 제출
∙ 산림국 내 분과, 하위분과, 사무소 등에 지침 제공 주, 수도 도시,
산림 군, 과, 지역별 산림 팀 및 산림 협동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시
제공
∙ 상관이 부여하는 바에 따라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라오스가
가입한 국제 협약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재정 및 기술 원조 협력 및 추구
∙ 농림부의 산림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D) 업무 조율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 산림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수립 기여 및 이
행, 이행의 장려, 지원 및 모니터링
∙ 책임 하에 있는 산림 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수립, 관리, 개선 및
확대 그리고 사회로의 해당 정보 전파
∙ 인적자원 육성, 트레이닝, 업그레이드 계획 연구 및 제안, 공무원
정책 관리 및 이행
∙ 직위 결정 기준 제시, 제도적 구조 검토, 각 분과, 하위 분과, 사무
소, 부서, 과별 인사 임명
∙ 행정 처리 관리, 국내 및 해외에서 산림국이 산림경영업무를 위해
수령한 재정지원 및 자산의 관리 및 법에 의거한 요약 정리
∙ 책임 하에 있는 산림 자원 및 임야 관리와 관련한 법, 법령, 결의안,
명령, 규정 및 기타 법안 이행의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 계획 이행, 주별/월별/분기별/연별 요약 및 보고. 책임 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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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상이한 프로젝트들의 관리, 장려, 모니터링 및 평가
∙ 기타 상관이 합의 및 부여한 의무 이행.

산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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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산림국 조직도

8.1.3 임업 점검국(DOFI)

임업 점검국은 아래와 같이 분과(Divisions), 부서(Section) 그리고
사무소(Office)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5]:
∙ 행정 및 조직 분과
∙ 계획 및 협력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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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점검 분과
∙ 야생동물 및 수중생물 점검 분과
∙ 조사 및 심문 분과
농림부(MAF) 결정안 No. 1894/MAF 2012 (MAF, 2012b)에 명시
된 산림 점검부(DOFI)의 역할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상급 층이 발표한 헌법, 법, 결의안, 법령, 결정안, 명령, 통지 등의
이행
∙ 농림부 전략을 산림점검국의 구체적 전략, 프로그램, 계획 및 프로
젝트로 발전시키며 산림법, 야생동물법, 관련 기타 법 및 법안 등에
참여 및 이행
∙ 당의 정치 가이드라인과 정부의 법 및 규정 준수를 위해 산림점검과
관련한 법안 초안연구 및 제출, 법안 수정 해당 법안 공개 및 전파
∙ 업무 직급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관 개선을 위한 제안 연구
및 제출; 직원 트레이닝 및 역량 향상 계획 구성 법과 규정에 따라
직원관리 및 고용,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적용
∙ 수도/주별 산림점검부서, 군 산림점검과 및 산림점검 검문소에게 점
검절차, 산림, 임지, 비목재 임산물, 야생동물에 대한 소송 등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국가 전체에서 통일된 정책 운영 및 이행 추구
∙ 국가 국경선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에서의 산림점검시
스템 개선 산림 분류, 벌목 운영, 임산물 운송, 산림 인증서 발행
등과 관련한 조항 및 조건 적용 점검 등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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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절차 개선
∙ 산림법, 야생동물법 및 기타 산림, 임야, 비목재임산물 및 야생동물
관련 법안 적용에 대해 산림 관료 지원 및 모니터링
∙ 조직, 공무원, 직원 및 국민 등의 산림 및 야생동물 사업 등 산림,
임야, 비목재임산물 관리, 보존, 개발 및 이용 모니터링
∙ 산림전용 및 산림자원 황폐화 방지 대책 수립
∙ 국가 전역에 걸쳐 통일된 방식으로 수직선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점검기관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산
림
및

관련 당사자들의 협업 주도
∙ 수도/주 농림부와 협업, 가이드 제공, 조직 및 인사 관리, 행정, 계
획 및 협력 업무 등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업무성과를 위해 수도/주
산림점검부서 및 군 산림점검과 등을 모니터링 및 지원
∙ 대중의 인식 및 지식 제고를 위해 중요 현장에서의 산림 및 산림자
원점검 중요성과 절차 관련하여 흡수 및 전파와 관계한 지방 당국,
당사자와의 협업 및 산림 파괴예방에서의 활발한 활동 장려
∙ 할당된 재원, 수단 및 기타 자산의 활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업무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직원 역량설계를 위한 교육 계획 수
립; 산림 점검부 책임 하에 있는 프로그램, 계획 및 프로젝트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주기적 상부 보고
∙ 농림부 승인 하에, 산림점검 및 산림자원 소송 경험 교환을 위해 우
호국 및 국제기구와 접촉 및 협력
∙ 그 밖에 상부가 판단, 지시한 기타 업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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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임업 점검국

행정

계획 및 협력

야생동물점검

조사

주 단위 산림점검부서
(18 개 주)

군 단위 산림점검
(148개 군)

마을 단위 산림과
(8505개)

[그림 2.5] 임업 점검국 조직도 (DOFI)

8.2 지방 산림 정부 기관
8.2.1 주 단위 농림분과 (PAFD):

각 주의 주 단위 농림분과(PAFD) 조직도는 농림부(MAF)와 유사하
다. 아래와 같이 1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6]:
∙ 행정 사무소
∙ 조직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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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점검
∙ 계획 및 협력
∙ 농업
∙ 축산 및 어업
∙ 임업
∙ 관개시설
∙ 농경지 관리 및 개발

산
림

∙ 산림 점검

및

∙ 농업 지도 및 협동조합

임
업

∙ 농업 및 산림 연구기관

현
황

농림부(MAF) 결정안 No.2200/MAF 2012 (MAF, 2012c)에 명시된
주 단위 농림분과(PAFD)의 역할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상부에서 발표한 법, 법령, 결정안, 명령, 지시사항 및 법안 실행
∙ 지역 특성 및 자원 잠재성에 따라 이행될, 각 분야의 구체적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 주 단위 농업 및 산업발전 전략 계획 수립
∙ 경영 단위 분과에 따라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 및 규정 개선
농림부 정의의 행정 직급 유형 기준, 엄격한 인사 관리 메커니즘 및
규정 준수; 일반 대중에게 전파, 공개
∙ 업무 직급에 대한 완전한 설명 등 관련 산하 기관의 개선을 위한 제
안 연구 및 제출; 직원 보수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법과 규정에
따른 인사 관리, 고용 및 포상제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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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지역 선별, 구체적 프로젝트 구성, 토지 분류, 작물 경작 및
가축 사육을 위한 구역설정(zoning), 지역 자원 잠재성에 따른 식량
생산 및 상업용 생산 등을 위한 지역 기반의 농업 및 산림 개발 계획
연구 및 준비; 이후 해당 계획 및 프로젝트의 승인 및 이행을 위해
상부 제출
∙ 프로젝트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통계자료 수집 및
농림 정보 공급, 지역에서 이행되는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
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높은 생산성의 식물 종자, 가축 및 어류 육종 증식 연구; 현지 상황
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 기술 도입 및 서비스 제공 농민 및 생산그룹
에 농업 지도교육(extension works) 제공을 위한 군 단위 농림사무
소, 기술 서비스 센터 지정
∙ 생산그룹, 신용그룹, 마을 발전기금 및 새로운 유형의 농업 협동조
합 구성과 관련한 당사자와의 협업 주도 설립 그룹 및 협동조합이
가공 및 서비스와 연결된 생산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량 검토 및
강화
∙ 지역 프로젝트 이행의 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법과 규정에 따라
농업 및 산림 생산에서의 투자 협력 및 유치 강화
∙ 마을 단위의 농림 기술인의 교육 등을 포함하여 마을 주민, 생산업
자 기업인 등에게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주 단위 그리고 군 단위 산하의 기술 서비스 센터 설립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협업
∙ 가계 경제 가이드 및 증진; 생산그룹, 신용그룹, 마을 개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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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생산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농림 협동조합 구성 기계화 증진을
통한 생산의 산업화 및 현대화 점차적 도입 국내 수요에 충분한 공
급을 위한 생산 개발 및 시장 수요 관련 수출을 위한 생산 가공
∙ 연구조사 수행, 분류, 농지 지대설정(zoning), 수역 대지, 관개시설
공사 대지, 농지 및 임야 등록 제안, 토지 및 산림 관리, 이용 및
보존 관련 규정 설립, 생산 목적의 토지 및 산림의 가정으로의 배분,
화전 농법에 대한 영구 대체재 제공, 법과 규정에 따라 정부 승인의
농지 및 임야 개발
∙ 수출입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따른
식물 위생관련 인증관리, 검사 및 발행 과학 비료, 유기 비료, 식물
및 동물 육성을 위한 화학 물질, 농약, 살충제, 동물 의약, 백신, 동
물 사료, 동물 육종 등 품질, 기준 및 농업 투입재 조사; 식물, 가축,
수중동물, 종자, 기계, 농림 생산 장비 등을 통일된 방식으로의 관
리, 검사, 이용, 이전 및 보호
∙ 발전된, 현대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관개 시설을 갖춘 농업을 위해
수자원의 효과적 공급 및 사용 등을 가능케 하는 관개시설 계획 및
배수시설 개발 및 관리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농민에게 관개시설을
이전하는 것 이외에도, 관개 시설 개발 기금을 엄격한 관리 규정 하
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지역 잠재성에 따라 중소규모의 관개시설 연
구, 건설 및 개발 모니터링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국제기구, 이웃국
가, 기업, 사기업 및 농민 등으로부터의 지원 및 원조 유치
∙ 산업용 수목 및 환경 수목 식재를 위한 구역설정, 연구 이행, 분류
개인, 국내 및 해외 기업에 수목 식재 투자 절차 제공 농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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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생산림 및 마을숲에 대한 관리 및 보존계획, 산불 예방 대책
등의 수립;
∙ 가이드 제공, 지원, 산림전용 활동 모니터링 불법 벌목 및 교역 예
방, 야생동물 교역, 생물 다양성 및 비목재임산물에 대한 효과적 대
책 수립 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부 책임 하에 관련 당사자와의
협업에 기반하여, 산림법 및 야생동물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심
문 이행
∙ 효과적 이행을 위해 상부가 발표한 법, 전략, 계획, 프로그램, 프로
젝트, 법안 및 규정 이행의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 군, 농림 기술 서비스 센터, 개발 클러스터, 요점 지역의 마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배정 등을 통해 농림부분 책임 영역 내 정부 우
선 중심지역 등을 포함한 농촌 개발 작업 기여,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상업 농업 및 산림 생산 지원 이를 통해 당-정부 목표
달성인 이동 경작 안정화 및 빈곤 퇴치
∙ 주 단위 농림사무소(PAFO) 예산 계획준비, 재정적 행정, 국가 자산
관리, 상부에 제출될 보고서 지원, 모니터링, 평가 및 요약
∙ 기타 상부가 결정하여 부여한 임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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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주단위 농림분과

행정
사무소

축산 및
어업

조직 및
인사

관계시설

공공 점검

산림 점검

계획 및
협력

농업

임업

농업지도

농경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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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 농림과
(148 개 군)

[그림 2.6] 주 단위 농림 분과 조직도(PAFD)

8.2.2 군 단위 농림 사무소(DAFO)

각 주 내의 각 군은 군 단위 농림사무소(DAFO)가 있으며 군 단위 농
림사무소는 관련 주 단위 농림사무소에 보고하는 구조이다. 각 군 단위
농림사무소의 조직도는 주 단위 농림분과 조직도와 거의 유사하다.
군 단위 농림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10개 과(uni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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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및 조직과
∙ 점검
∙ 기획
∙ 농업
∙ 축산 및 어업
∙ 임업
∙ 관개
∙ 농경지 관리 및 개발
∙ 산림 점검
∙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
또한 군 단위 기술 서비스 및 동식물 증식 센터와 서로 다른 과(unit)
산하의 마을 군집, 요점 지역, 생산 하부 지역 등에 위치한 농림 기술
서비스 스테이션, 작업성과 필요성에 따른 군 지역 내 이행 하의 농업
및 산림 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다.

수직으로 구성된 과는 법 기능에 의거하여 국가 관리를 이행하며 농촌
지도 및 협동조합과(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 Unit)
는 구(district)의 잠재성을 바탕으로 생산 증진 의무를 이행한다.

Decision number 2201/MAF 2012 (MAF, 2012d)에 명시된 군 단
위 농림사무소 역할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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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규정, 법령, 결정사항, 명령 및 통지 등의 적용
∙ 상부가 주기적으로 발표한 규정 및 기타 법안
∙ 주 단위 및 농림부의 농림 개발 전략을 군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 및
프로젝트로 전환시켜 현지 그리고 지역별 자원 잠재성에 따라 이행
되도록 함
∙ 상부 발표의 법 및 규정에 준수하여 각 군의 농업 및 산림 작업의
관리 및 개발 등과 관련한 법안초안, 규정 및 통지 연구 및 제출;
∙ 업무 직급에 대한 완전한 설명 등 산하 기관의 개정 제안 연구 및
제출; 직원 보수교육 및 역량 향상 교유 계획 준비 법과 규정에 따
른 인사 관리, 고용 및 포상제도 수립
∙ 농업 및 산림 통계자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이행; 각 군의 특
성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향후 농업 및 산림 개발 계획의 참고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농업 및 산림 생산의 영향
평가 이행
∙ 협력 및 융자 프로젝트 등 농업확장 프로젝트의 관리 및 이행 수행;
농업, 축산, 수의학, 어업, 산림 및 관개 분야에서의 기술 등 기술
서비스를 농민 및 생산그룹에 지원 및 제공하여 가공 및 서비스 관
련 상업적 차원의 생산 업그레이드 지향
∙ 마을 농업 및 산림 기술인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마을주민, 생
산업자 및 기업가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및 교육, 시연 제공, 선진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생산 구역 잠재성에 따라 군 단위 그리고 클러
스터 단위의 기술 서비스 센터 설립 및 개선
∙ 집약적인 농법 기술을 응용하여 생산그룹, 기업가 그룹, 협회 및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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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협동조합 조직관련 농민 참여 및 가이드 제공;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 도입 및 고효율 작물 종자 공급, 가축 사육
∙ 군 단위의 다민족 인구의 빈곤 퇴치와 이동 경작 안정화를 위해 농
업, 축산, 수경재배 및 상업용 식재를 통한 영구적 대체안 제공, 생
산 구역 및 생산 패턴 설정
∙ 법과 규정에 따라, 식물, 가축, 수중동물, 수목 종자 및 생산 수단
등의 사용, 제거 및 보존 관리
∙ 생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발병 감
시, 보호 및 제한 등의 지원활동
∙ 군 단위 관리 책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지향하여, 농경지, 임야, 수역 대지, 수자원, 천연 자원 등의 사용
및 보존 관리
∙ 연구수행, 분류, 농경지 지대설정(zoning), 수역 토지, 관개시설 건
설 토지 등과 관련된 당사자와의 협업; 농경지 및 임야 등록 신청;
정부 승인 및 법에 준수하여 농경지와 임야 개발 및 영구적 대체안
수립 등의 목적으로 생산에 사용될, 가계에 배분된 농경지 등을 포
함하여 농지 및 임야 보존,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한 규정수립 및 이행
∙ 기존 관개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사용 시스템 구성, 규정에 따른 추
가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사용자 그룹에 관개시설 이전; 농민에게 공
공 관개시설, 저수지, 경계, 연못, 농산물 수자원 공급을 위한 우물,
배수 운하 건설 등의 건설을 장려
∙ 산림 전략 및 산림법에 따라 분류된 생산림 및 마을숲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리 및 경영 군 단위 관리 지역 내의 산림 보존 및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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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산불진화;
∙ 산림 자원 파괴를 엄격히 예방하기 위한 인식 및 이해 제고를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규정, 법 및 다양한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파
∙ 산림전용 모니터링 및 점검, 불법벌목 예방, 비목재임산국(NTFP)
수확 및 산림 자원 활용 모니터링 및 점검;
∙ 생산을 기획, 모니터링 및 지원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도록 농업 및 산림 정보 수집, 취합 및 공급 높은 효율성 관점에서
군 단위 관리 지역에 투자되는 계획 및 프로젝트의 이행 평가
∙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 생산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직원들이 확고한 입점(standing points), 견고한 기강, 적절한 기술
수준, 성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의무 이행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등
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직원을 관리 및 고용
∙ 기타 상부가 결정하여 부여한 임무 이행.
주단위농림분과
군단위
농림사무소
행정 및
조직

공공점검

축산 및
임엄

관개

산림 점검

기획

농업

농업지도

임업

농경지

[그림 2.7] 군 단위 농림 사무소 조직도(DA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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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촌 단위 산림과 (VFU)

촌단위 산림과(VFU)는 산림, 임야 및 산림 활동 경영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산림법 제108조):
∙ 산림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촌 림의 관습적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제
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 진행 및 촌 행정 당국에 제안
∙ 산림, 임야, 산림 및 환경 내 수자원의 중요성 및 가치와 관련한 산
림 규정 등을 촌 내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
∙ 산림법 및 규정 이행 산림 관리, 보존, 재생 및 식재를 위해 개인
및 단체에게 산림 및 임야 배분, 산림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산림
확장
∙ 마을의 실질 상황에 따라 산림, 임야, 수자원, 비목재임산물, 환경
의 관리, 보전 및 이용과 관련한 마을 주민 참여;
∙ 산림 변화, 환경, 산림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군 또는 특별시
단위의 농림 사무소에 보고
∙ 불법 벌목, 화재, 기타 산림을 파괴하는 활동 등 산림, 비목재임산
물, 수자원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활동들을 모니터링 및
방지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 담당
∙ 마을 내 산림작업의 이행 결과를 요약하고 군 단위 혹은 특별시 단
위 농림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보고
∙ 법과 규정에서 명시하는 기타 권리 및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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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산림자원개발
본 파트는 산림 복원에 배정된 각 주의 황폐림(척악임지)과 투자자 및
임가가 조성한 조림지 등을 포함한 산림자원개발 절차,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조림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일반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대략 60개의 법 체제가 산업용 조림지에 관련한다(별첨 1).

라오스에서의 산림개발이란 벌목이나 산림 파괴 이후에 해당 지역의
품질을 향상하고 피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술적 그리고 과학적 방법
을 사용하여 황폐림을 복원하거나 재조림 하는 것을 의미한다(산림법 제3
조). 산림법은 황폐림 재생을 (ⅰ) 자연적 유형, (ⅱ) 보완적 식재 유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적 유형이란 황폐림이 자연적으
로 재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완적 식재 유형 방식
이 적용된다.
총리령 No.96/PM. 2002(PMO, 2002)에서는 식재 목적을 다음과 같
이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ⅰ) 목재 생산, ⅱ) 환경보호. 총리령에서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식재는 대규모로 조림지에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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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획정 및 구역설정 그리고 수종의 분류가 요구되며 시장 요건에 충족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목을 관리하여 수확,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기술 응용과 더불어 도로망을 갖추어야 한다. 조림 수종은 대부분 속성
수종으로 재래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보호를 위해 식재하는 경우 도로, 중요한 주요 지형지물, 공공 공원,
관개 시설 건설 지역, 유역 지역, 보호림, 보전림, 현지인에게 관리 및
사용 목적으로 배분된 산림 지역 및 국가 국경 지대 등을 중심으로 식재
되어야 한다.

라오스는 산림자원개발을 위해 장기, 중기 그리고 단기적 산림 개발 계
획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라오스 정부가 승인한 산림 전략 2020
(FS 2020)은 장기 산림개발계획으로 산림 분야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이러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단계
들을 명시하고 있다. 5개년 산림개발계획은 FS 2020을 바탕으로 수립
된 중기 계획으로 라오스 정부의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 통합되었다.
연간 산림작업 계획은 중기 계획을 연도별 산림 계획으로 나눈 단기 계
획이다. FS 2020은 아래와 같이 빈곤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까
지 달성되어야 할 주요 분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a. 산림 피복률을 전체 토지 면적의 70%까지 증대시키기 위해 현재
산림을 잘 관리하여 황폐림 600만 ha 를 재생하며 황폐림에 최대
500,000ha 의 조림지를 조성하는 등 필요 대책 이행
b. 내수용 임산물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확보하고 임산물의 판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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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재정수익, 외화수익,
고용 창출에 기여
c.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및 야생동물 종 및 서식지 보존
d. 침식 방지 등의 환경보전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유역(분수령)
보전

1. 산림자원개발 절차
산림자원개발 절차는 1) 생태계 서비스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황폐림 재
생과 목재 생산을 위한 산업용 조림지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1 환경보호를 위한 황폐림의 산림 재생
황폐림의 산림 재생은 자연 유형과 산림 화재 및 침입을 예방함으
로써 황폐화된 천연림과 휴한림(fallow forest) 등에서 행해지는 보
완적 식재 유형 등으로 구성된다(산림법 제31조). 환경 보호를 위한 황
폐림의 산림 재생 주요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조림 대상 산지 수종의 생식 조사
∙ 경계 사인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지역 획정
∙ 산림 지역에 적합한 수종 선별
∙ 산림 재생 계획 또는 프로젝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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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유지를 엄격히 수행
∙ 규정에 따른 산림 재생 활동 등록

1.2 산업용 조림지 절차
목재 생산을 위한 산업용 조림지는 3ha 이상의 대지에 대한 투자 조
림과 3ha 미만의 토지에 대한 임가의 산업용 조림지 등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아래와 같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1.2.1 조림 투자

산림법 제68조에서는 산림 재생을 위한 임지 활용, 3ha 이상의 대
지에서의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식재 등은 국가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임대 혹은 양허를 신청,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조림 투자 절차는 토지 배당, 승인 절차, 조림지 조성 및 등록, 수확 절
차 및 운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 토지 배당: 산림법에 따르면 ‘조림지’는 생산림지역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며(제35조14)), 조림지 조성은 황폐림(척악임지) 혹은 불모
지(민둥임지)로 분류된 임야에서 이뤄진다. 토지법(제21)에 따라
조림지 조성을 위한 3ha 이상의 임야 배당15)은 임대 혹은 양허 절
14) 생산림 지역에서의 수목 및 비목재임산물 식재를 통해 상품 생산을 위해 산업 및 수공업품
가공 공장에 목재 및 임산물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 경제 발전
계획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15) 목재 조림 개발 또는 혼농임업 등을 목적으로 인력 당 최대3ha의 토지가 개인, 가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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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b. 승인: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와 계획 및 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등 산림 관련 정부 기관은 조림 투자 프로젝
트를 승인하고 해당 조림지를 등록하며 조림목 관리 등의 책임을 가
진다. 임대 혹은 양허에 따른 조림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 및 사회
영향 파악 및 관리, 사회-경제 연구, 타당성 평가 및 환경 인증
등의 절차와 관련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양허와 임대관련 수수료
역시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c. 조림지 등록: 일단 조림지가 조성되면 3년의 기간 후 산림 정부 기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d. 수확: 목재 수확은 조림지 소유주의 책임이나 수확을 위한 허가증을
주 단위 농림사무소(PAFO)로부터 획득해야 한다. 수확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매 계약서, 조림지 등록 증명서 및 수확될
재적을 보여주는 수목 조사 리스트 등의 여러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수단 등록, 체인톱 면허, 사업 면허 등의 기타 승인 역시 필요
하다. 군 단위 농림사무소(DAFO)는 조림지 수확을 감독할 수 있으
며 실제로 수확되는 재적이 수확 허가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e. 목재 운송: 조림목의 벌목 및 운송과 관련한 규정 No 0196/MAF
2000(MAF, 2000) 제14조는 주 내 운송을 위해서는 촌 산림과

단체에 배당(제 32)된다.

77

산
림
자
원
개
발

라오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Village Forest Unit)의 승인, 주 간 운송을 위해서는 군 단위 농
림사무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 및 상업
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MOIC)와 농림부
(MAF)의 운송 허가증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확 및 운송 절차 등 조림지 투자를 위한 토지 배당 흐름도는 [그림
3.1]과 [그림 3.2]에서 설명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별첨 2에 기술되어 있다.
흐름도는 각기 다른 정부기관의 역할을 색깔로 표시하고 있다. 지도
상에 사용된 기타 기호(symbol)들 역시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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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산업용 조림지 개발 및 투자 승인

80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산
림
자
원
개
발

[그림 3.2] 산업용 조림지 벌채 및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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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림지 조성 절차

토지법에 따라 개인, 가계 및 기관은 농경지 혹은 임야에 조림지를 조
성할 수 있다. 토지법에 의거하여(제21조), 목재 조림지 개발 또는 혼농
임업을 목적으로 토지 사용 계획 및 토지 배당 프로세스(LUPLA)를 통
하여 최대 3ha의 토지를 개인, 가계 혹은 단체에 배당할 수 있다. 소규
모 또는 임가 조림지는 다양한 정책 및 법적 수단을 통해 증진되고 있으
며 산업법에서는 목재의 관리, 수확 및 판매는 조림지 소유주의 책임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조림지 조성 및 수확을 위한 행정 절차는
다음 단계를 포함하여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a. LUPLA 프로세스를 통한 가정에 토지 배당.
∙ 황폐림(척악임지) 또는 불모지(민둥임지)
∙ 토지 사용권(임시 토지사용 증명서)
b. 조림지 개발
c. 조림지 등록
∙ 등록 조건
∙ 요건 문서
∙ 군 단위 농림 사무소는 5ha 미만의 면적에 대한 인증서 발급
∙ 만일 수목이 체계적으로 식재되지 않은 경우(산발적), 촌 장이
수목 인증서를 발행
d.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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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 재적은 정부의 연간 수확계획에 포함
∙ 벌채를 위해 군 단위 농림사무소(DAFO) 허가 취득
∙ 등록된 체인톱을 활용하여 벌채
∙ 조림지 소유주는 원목 리스트 작성
e. 운송
∙ 군 단위 농림사무소(DAFO)로부터 운송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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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가정에 할당된 유형

[그림 3.3] 소자작농 조림지개발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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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소자작농 조림지벌채 및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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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림 대상지
산림 및 토지사용은 현재 산림16) (CF), 잠재 산림17) (PF), 기타 산림
지역18) (OWA), 영구 농경지(Permanent Agricultural Land, PAL)
및 기타 비 산림지역(Other non-Forest Area, OFA) 등 5가지로 분류
된다. 현재산림(CF)은 20% 이상의 수관밀도를 가진다. 만일 이 기준선
이하의 수관밀도를 가진 산림의 경우에는 다른 산림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가 산림 자원 평가(NFRA) 2010에 따르면, 라오스 전역에 걸쳐 황
폐림는 약 680만 ha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 복구 프로젝트를 위해
파악된 황폐림은 위성사진을 참고로 하여 전략적으로 선정되었다<표
3.1>. 산림법에 따르면 자연 재생이 더 이상 불가한 황폐림과 불모지 임
야만이 산업용 조림지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6) 현재 산림(또는 산림 피복)은 천연림 및 조림지를 포함한다. 20% 이상의 임관피도를
보이며 0.5ha 이상의 면적을 가진 대지를 가리킨다. 수목의 최저 수고는 5m이다.
17) 임관이 어떤 사유로 인해(벌목 및 이동 경작) 20% 미만으로 줄어든 이전 산림 지역은
잠재적 산림으로 분류된다. 잠재적 산림에는 대나무, 기존 이동 경작 지역(어린 2차
산림) 및 임시 무립목지 등이 포함된다.
18) 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임관이 20%를 초과할 수 없는 지역을 기타 산림 지역으로 분류한
다. 사바나(대초원), 관목림, 둔화 수목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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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각 주 황폐림 목표 복구 계획
면적
(100ha)

현재 산림
(100ha)

잠재 산림
(100ha)

황폐림(ha)

1. Phongsaly
2. Luan Namtha
3. Oudomxay

1,595.1
960.5
1,222.5

382.1
318.79
378.58

1,116.6
544.8
679.2

669,900
326,900
407,500

4. Bokeo
5. Luangprabang
6. Huaphane

698.9
2,001.2
1,703.8

312.68
259.75
509.25

323.3
1,470.9
1,049.5

194,000
882,500
629,700

7. Xayaboury
8. Xiengkhuag
9. Vientiane Capital

1,638.9
1,336.2
367.1

575.85
543.4
105.4

819.4
636.1
142.4

491,700
381,600
85,500

10. Vientiane
11. Bolikhamxai
12. Khammuane

1,445.9
1,628.6
1,740.4

378.1
1,025.8
966.1

595.5
496.7
369

357,300
298,000
221,400

13. Savanakhet
14. Saravan
15. Sekong

2,176.5
1,034.4
911.1

1,265.1
601.8
518.1

620.4
291.7
372.6

372,200
175,100
223,600

16. Champasak
17. ttapeu
전체

1,428.6
1,079.8
23,680

806.7
566.5
9,825

241.4
402.7
10,512

144,8000
241,600
6,307,500

주

출처: DOF, 2011

각 산림 범주 및 주 별 복구 목표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에서는 황폐화림의 파악 및 경계획정 등 아직도 많은 작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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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용 조림 투자 행정 절차
라오스에서의 투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일반 사업(상공부가 면허 발급)
∙ 벌채 사업(투자기획부가 면허 발급)
∙ 특별경제구역 및 특정경제구역 개발 활동(정부 특별경제구역 국가
위원회 사무국이 면허 발급).
조림지 투자는 벌채 사업으로 분류된다. 벌채사업 또는 조림지 투자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심의를 위해 투자기획청 원스탑 서비스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신청서는 추가 심의를 위해 정부 또는 주 단위
당국에 제출된다(투자증진법 제21조). 투자 승인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a. 벌채 활동을 위한 승인 절차
1) 투자자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투자기획부의 투자증진분과(IPD)는 신청서를 수령하여 평가
하고 투자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승인한다.
3) 원스탑 서비스과(One Stop Service Unit, OSU)는 투자자가
필요문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4) 투자 증진 및 관리 위원회(CPMI)는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기
본 승인을 득하기 위해 회의를 한다.
5)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정부 또는 주 단위 당국에 보고서가 제출
된다.

88

Part Ⅲ. 산림자원개발

6) IPD 협상 이후, MPI 는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협약 서명
을 위한 승인을 득한다.
7) 정부 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MPI 는 투자자와 협약 서
명을 준비하며 투자자에게 벌채 면허를 발급한다.
b. 투자 신청서 양식 구성
• 투자서 양식(CPMI,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얻을 수 있음)
• 사업 계획서
• 합작 투자 협약서 (2명 이상의 이해관계자 관련 시)
• 라오스에서 설립될 기업의 정관 초안
• 법인이 제시한 투자의 경우 지난 3년간 납부한 법인소득세 납
부 검증 문서
• 기타 투자자 검증 문서
- 개인 신상 정보
- 여권 사본
- 국내 투자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 및 범죄기록
- 라오스에서 대표 혹은 관리자(general manager)로 활동하
게 될 사람의 3×4 사이즈의 최근 사진 6장
비고: 투자자는 상기 언급된 문서 10개 세트를 준비, 제출해야 한다.

c. 벌채 사업을 위한 투자 신청서 제출 장소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투자진흥부(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 PD)
Souphanouvong Road, Vientiane Capital 01001,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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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56-21-217012, 223002, Fax: +856-21-21 5491
Email: ipd@investmentlaos.gov.la
Website: http://www.investlaos.gov.la

4. 비목재 임산물
산림법에서는 임산물을 “자연적으로 생장하는 모든 종류의 비목재 임
산물(NTFPs)로 수간(trunk), 줄기(stem), 덩굴(vine), 뿌리(root), 싹
(bud), 순(shoots), 잎(leaves), 꽃(flowers), 열매(fruits), 곡물(grains)
또는 씨앗(seeds), 나무수피(bark), 오일(oil), 수지(resin), 버섯(mushrooms),
꿀(honey)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물은 비목재 목
제품 및 비목제품을 포함한다.

비목재임산물 개발 절차는 기타 산림자원개발 절차와 동일하며 1) 생
태계 서비스 및 환경보호를 위한 비목재임산물 재생, 2) 상업적 목적 등
2분류로 나뉜다.
상업적 생산을 위한 산업용 NTFP 조림지는 1) 3ha 이상의 투자 비목
재임산물(NTFP) 조림지 그리고 2) 3ha 미만의 가정 비목재임산물
(NTFPs) 조림지 등으로 구성된다. 벌채 사업 또는 비목재임산물
(NTFPs) 조림지 투자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와 농장들은 상기 3.3에
명시된 산업용 조림지 투자와 동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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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영향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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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섹션에서는 초기환경조사(IEE),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프로세스,
초기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EIA) 적용대상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평
가,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위한 과업지시서(TOR) 등을 포함한 적용범위
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환
경

라오스에서 진행되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요건은 2개 범

영
향

주로 나뉘며(PMO, 2010) 수자원 및 환경행정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

평
가

여 범주를 검토, 개선한다.
• 범주 1: 환경 및 사회에 영향이 거의 없거나 소규모인 투자프로젝트
이나 초기 환경 조사(IEE)가 요구됨;
• 범주 2: 환경 및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복잡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환경영향평가(EIA)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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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및 환경부(MONRE, 2013)는 초기환경조사 및 환경사회영향
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을 발행한다<표4.1>.
<표 4.1> IEE 및 EIA 적용 대상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유형

그룹 1은 IEE를 작성해야 함

그룹 2은 EIA를 작성해야 함

1 ~ 15MW (설비용량) 또는
저수 용량 역량<2백만㎥
또는
저수 면적 < 1,500ha

≥ 15MW (설비 용량) 또는
저수 용량 역량(발전수위)
> 200백만㎥ 또는
저수 면적 > 1,500ha

Ⅰ. 에너지 분야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전력 개발

1.1

수력을 통한 발전(수력 발전소 건설)

1.2

핵발전소 프로젝트, 핵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3

천연가스 및 바이오 가스 전력 발전소 프로
젝트

5 ~ 50MW

> 50MW

1.4

풍력 발전

2 ~ 10 units

> 10 units

1.5

석탄, 석유 또는 바이오매스 전력 발전소 프
로젝트

≤ 10MW

> 10MW

모두

가스 및 석유 발전 개발
1.6

석유 및 가스 주배관

전체

1.7

원유 및 천연가스 추출

전체

1.8

정유 공장

전체

1.9

석유 저장 시설

5,000 ~ 50,000㎥

> 50,000㎥

1.10.1 고압 송전선로 >230 kv

≤ 15km

> 15km

1.10.2 고압 송전선로 <230 kv

전체

1.11

<10ha

고압 송전선로 개발
1.10

고압 송전선로

고압 전력 배전소

> 10ha

Ⅱ. 농업 및 산림분야 투자프로젝트 및 활동
조림지 및 작물 재배
2.1

산업용 조림지 식재 및 벌채

20 ~ 200ha

>200ha

2.2

산업용 작물 재배

20 ~ 400ha

>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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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유형

그룹 1은 IEE를 작성해야 함

그룹 2은 EIA를 작성해야 함

축산 및 어업
2.3

가축 사육: 소, 버팔로, 말 및 기타

> 500마리

2.4

가금류 사육

> 50,00마리

2.5

돼지 사육

> 500마리

2.6

산업용 연못 어류 및 수생 종 배양

> 10ha

2.7

강을 따라 우리에서의 어류 및 수생 종 배양

> 300m2

2.8

악어 사육

> 100마리

Ⅲ. 산업용 식품 가공 분야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산업용 식품 가공
3.1

식품 생산, 가공 및 저장(육류, 어류, 과일,
조리용 기름, 동물 및 동물성사료)

3.2

우유 가공 공장

3.3

타피오카 및 타피오카 제품 가공 공장

3.4

설탕 가공 공장

3.5

알코올 가공 공장

3.6

식수 가공 공장

전체

3.7

담배 생산 공장

전체

환
경
영
향

≤ 1ton/일

> 1ton/일

≤ 40tons/일

> 40tons /일

40 ~ 80tons/일

> 80tons /일

≤ 30tons/일

> 30tons /일

≤ 500,000 little/일

> 500,000 little/일

직물, 펄프제지 및 목제품 산업
3.8

직물, 천 및 의류 제작 및 염료 공장

전체

3.9

가죽 수적 및 유제 공장

전체

3.10

가죽 가공 공장

3.11

직물 공장에서의 등나무 제품 가공 및
대나무 재료

3.12

합판 가공 공장

≤ 100,000m2/년

> 100,000m2/년

3.13

제지 가공 공장

≤ 30tons/일

> 30tons/일

3.14

인쇄 공장

≤ 1 백만 조각/년

평
가

> 1 백만 조각/년

전체

전체

화학 제품 산업 및 의료장비
3.15

석유 및 탄화수소 공장

전체

3.16

화학제품 생산 공장

전체

3.17

화학 반응 및 바이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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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유형

그룹 1은 IEE를 작성해야 함

그룹 2은 EIA를 작성해야 함

≤ 10tons/일

> 10tons/일

제약품 공장 및 의료장비
3.18

청소제품, 광택제 및 출하준비(making up)
장비 공장

3.19

고무 가공 공장

3.20

플라스틱 제품 생산 공장

50 ~ 200tons/년

> 200tons/년

< 400tons/년

> 400tons/년

중금속 제외 광산물 생산산업
3.21

유리생산 공장의 유리 및 제품

전체

3.22

기타 중금속 제외 광산물 생산 공장

전체

3.23

시멘트, 석회 및 회반죽 가공 공장

≤ 20tons/시간

> 20tons/시간

< 5,000tons/년

> 5,000tons/년

≤ 50tons/일

> 50tons/일

야금 산업(광물에서 금속 채취)
3.24
3.25

강철 및 철 제련 공장
1차 금속 및 비철금속 가공 공장

전체

3.26

금속 가공 공장

3.27

비철금속 가공 공장

전체

3.28

강철 제품, 탱크 및 철통

전체

3.29

예비 축전지 가공 공장

전체

3.30

가정 가전제품, 오피스 장비, 전기 공구 가공
공장

전체

3.31

자동차 배터리 및 알칼리 축전지 공장

≤ 70tons/년

> 70tons/년

3.32

예비 부품, 자동차 부품 및 관련 기계 공장

≤ 1,000tons/년

> 1,000tons/년

3.33

자전거 및 장애인 휠체어 제작 공장

≤ 10,000units/년

> 10,000units/년

3.34

가정용 가전제품 생산 공장

≤ 10,000units/년

> 10,000units/년

3.35

상수도 가공 공장

기타 산업

전체

폐기물 관리
3.36

비 유해 폐기물 처리

3.37

유해 폐기물 처리

3.38

유해 폐기물 최소화

전체

3.39

기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전체

3.40

재활용 공장 건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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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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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폐기물 소각 및 처리 공장 건설

3.42

도시 폐수 처리 공장

3.43

산업용 폐수 처리 공장

3.44

하수 배수시설 건설

그룹 1은 IEE를 작성해야 함

그룹 2은 EIA를 작성해야 함
전체

≤ 5,000명

> 5,000명
전체

전체

Ⅳ. 인프라(기반시설) 및 서비스 분야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4.1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수, 강, 수로 상의
토사채움

4.2

기숙사 및 재정착촌 건설

4.3

골프장 건설

전체

4.4

복합 스포츠 경기장 건설

전체

4.5

호텔건설 및 레크레이션 지역

≤ 80실

> 80실

4.6

호텔 복합단지 건설

≤ 50ha

> 50ha

4.7

사회 환경적 관점의 관광 및 레크레이션
지역 개발

4.8

특별 및 특정경제구역 건설 및 개발

4.9

병원 건설

4.10

철로 건설

전체

4.11

신규 도로 건설(국가, 주, 군, 농촌 및
특별도로)

전체

4.12

국가, 주, 군, 농촌 및 특별 도로 재건

4.13

항공 건설

4.14

통신망 건설

4.15

운항(강을 따라 주운 수로 개선)

4.16

항구 건설

전체
> 50실

전체
전체
≤ 80침대

> 80침대
환
경
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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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체
≤ 200tons

> 200tons

4.16.1 대중 교통용 항구

≤ 500tons (선박 중량 미포함)

> 500tons (선박 중량 미포함)

4.16.2 일반 제품 운송용 항구

≤ 500tons (선박 중량 미포함)

> 500tons (선박 중량 미포함)

≤ 1kilometer

> 1kilometer

4.16.3 유해물품 운송용 항구
4.17

제방 건설

전체

Ⅴ. 광물자원 분야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광물 추출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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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유형
5.1

강에서 자갈 및 모래 추출

5.2

암반 천공 및 운송

5.3

지상에서 건축자재(토양, 자갈, 모래) 추출

5.4

고체 광물 추출(화학물 무사용)

5.5

유해 화학물을 사용한 광물 추출 및 가공

5.6

고체 광물 가공

그룹 1은 IEE를 작성해야 함

그룹 2은 EIA를 작성해야 함

1,000 ~ 5,000㎥/일

> 5,000㎥/일

≤ 50tons/일

> 50tons/일

≤ 100,000 ㎥/년 or
면적 ≤20ha

> 100,000 ㎥/년 or
면적 >20ha
전체
전체

≤ 50,000tons/년

> 50,000tons/년

500 ~ 5,000㎥/일

> 5,000㎥/일

1 ~ 200백만㎥ 또는
댐 높이 ≤10m

> 200백만㎥ 또는 댐 높이 >10m

수자원 관리 및 행정
5.7

산업, 농업 도시 소비를 위한 지하수
추출 및 사용

5.8

저수지 및 댐 건설

1. 초기 환경 조사 프로세스
천연자원 및 환경부(MONRE) 결정안 No.8029/MONRE, 2013(MONRE,
2013a)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초기환경조사(IEE) 프로
세스는 다음과 같다:
•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심사 프로세스
• 초기 환경 조사 보고서(IEE 보고서)
• 초기 환경 조사 보고서 검토
•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
• 환경 준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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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심사 프로세스
심사 프로세스(screening process)는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의 1차
단계이며 제시된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이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이정표이다. 심사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영향평가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 과
정의 참고자료로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표 4.1>을 적용한다.
b.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이 상기 목록의 어느 그룹에도 해당되지 않
는 경우,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가 투자 신청서에 명시된
관련 정보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혹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를 판단하기 위해 추
가 심사를 실시한다.

환
경

c. 심사 결과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이 환경영향평가 이행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환경 및 사회 관
리와 완화대책 관련한 특정 조건을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1.2 초기 환경 조사 보고서 (IEE Report)
Group 1으로 분류된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소유주는 심사 과정 완료 후
다음의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작성한다.
a. 프로젝트 소유주는 본 지시사항에 명시된 과정 및 조건,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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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관련 법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초기 환경 조사
(IEE) 보고서를 작성한다.
b.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여 해
당 계획안을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
c. 프로젝트 소유주는 라오스 언어로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작
성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 준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1.3 초기 환경 조사 보고서 검토
초기 환경조사(IEE) 보고서 검토 프로세스는 다음의 순서로 이행된다.
a. 프로젝트 소유주는 촌/군 협의(consultation)단에서 수령한 의
견에 의거하여 환경과 사회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이 담긴 초기 환
경 조사(IEE) 보고서 수정본 최종 버전과 신청서 1부를 주 단위 천
연자원 및 환경부처에 제출한다. 단 제출 시, 협의단에 속한, 초기 환
경 조사(IEE) 보고서를 작성한 환경 서비스 제공업체 대표, 프로젝트
소유주 그리고 기타 관련 정부 당국이 확인, 서명한 모든 협의 회의
록을 첨부한다.
b.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초기 환경 조사가 올바르고 종합적
임을 확인하기 위해 10영업일 이내에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
를 검토하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검토 결과를 프로젝트 소유
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제출된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가 정확하고 종합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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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위해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서면 및 전자
사본 형태로 15부 이상의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제출된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가 부정확하며 종합적이지 않
은 경우,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 수정된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가 추가 검토 및 승
인을 거치도록 한다.
c.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의 검토 과정은 프로젝트 소유주가 상
기와 같은 모든 필요 서류를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게 제
출한 날로부터 40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단, 해당 기한은
프로젝트 소유주가 검토 과정 동안에 제기된 의견에 의거하여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수정하는데 따른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 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행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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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5영업일 이내에 주 차원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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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관, 천연 자원 및 환경 군 사무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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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토 및 의견제시를 위해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배포
한다.
2)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가 상기 언급된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출된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주 단위의 관련 정부기
관, 천연자원 및 환경 군 사무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 검토를 완료하며 관련 의견을 주 단
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게 제출한다. 만일 상기 기한 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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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인정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권
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프로젝트 소유주와 조율하여
검토 기간 중 적정 시기에 군/주 단위에서 협의단 회의를 개최한
다. 해당 협의 회의에서, 프로젝트 소유주는 초기 환경 조사
(IEE) 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 천연 자원 및 환경부처 대표단,
주 단위 관련 부처, 천연 자원 및 환경 군 사무소,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는 인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 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더불
어, 필요한 경우 기타 기술 회의 및 추가적 현장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4)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제출 기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주 단위 천
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수집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부처 차원
의 검토를 완성하여 다음 방식 중 하나로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서면 답변서를 송부한다.
･ 주 단위 정부당국, 특히 주 환경 위원회 의장의 동의하에,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와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
링 계획을 승인하는 환경 준수 증명서 발급 또는
･ 수정된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 다시 제출하기 이전에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초
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
･ 만일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이 복잡성을 띄거나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초기 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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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 보고서 대신에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를 준비하도록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지시 또는
･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연구 결과와 초기 환경 조
사(IEE) 보고서 검토 결과 상당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치유
될 수 없는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이 해당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으로 인해 초래된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혹은 해당 투자 프로
젝트 및 활동이 천연자원 및 환경청의 국가 환경 정책 또는
전략 계획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초기 환
경 조사(IEE) 보고서를 반려한다:
d.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상기 4)항에 의거하여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송부한 답변 혹은 지시사항에 대해 천연자원 및 환경부
가 인지하고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을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해당
답변 또는 지시사항을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게 통지한다.

환
경
영
향

1.4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ESMMP)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작성하는 데 있어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 프로젝트 소유주는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위해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작성해야 한다.
b. 프로젝트 소유주는 라오스 언어로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작성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 준수 증명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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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c. 프로젝트 소유주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운영 시작 6개월 이전
에, 건설 기간 동안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
이행을 평가해야 한다. 뒤이어, 프로젝트 소유주는 운영 기간 상황
을 엄격히 준수하여 해당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ESMMP)을 수정해야 하며 해당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
획(ESMMP)이 이행되기 이전에 승인 될 수 있도록 수정된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1.5 환경 준수 증명서
환경 준수 증명서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관련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와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승인하는 증명

서로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가 발급한다.
환경 준수 증명서 유효 기간과 조건은 아래와 같다.
a. 환경 준수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프로젝트 소유주가 프로젝트 개발 계획에서 명시된 활동을 시
작하지 못하거나,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 따라 투자 프로
젝트 및 활동이 환경 준수 증명서를 획득한 후 2년 이내에 큰 진전
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이 상실된 증명서 소유주가 계속해서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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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소유주는 이전 증명서에서 승인
된 초기 환경 조사 관련 모든 문서, 특히 실제 정황을 반영하는 기
초 데이터 등을 다시 수정하여, 승인 및 신규 환경 준수 증명서 발
급을 위해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명서 소유주는 새로운 환경 준수 증명서를 단 한번만 재신청할 수
있다.
b.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승인하는 환경 준수 증명서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투자 기간 내내 유효하다. 단, 해당 환경 준수
증명서는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승인하는
환경 준수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역시
그 효력을 읽게 된다.
c.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 승인 환경 준수 증명
서는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유형의 영향 심각도를 바탕으로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의 결정에 따라 2년에서 5년의 기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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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유효하다. 해당 환경 준수 증명서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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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프로젝트 소유주는 투

평
가

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기간 동안의 각 상황에 맞춰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ESMMP)를 검토 및 수정해야 하며 승인 및
환경 준수 증명서 갱신을 위해 수정된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
링 계획(ESMMP)를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프로젝트 개발업체가 문서
를 수정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제외한 15영업일 이내에 환경 준수
증명서 갱신 신청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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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환경 준수 증명서는 프로젝트 소유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e. 프로젝트 소유주가 환경 준수 증명서 상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
하지 못하여 상당한 사회 환경 영향이 초래되었음이 발견되는 경우,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고위급 정부당국의 동의 아래 해
당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투지 기간 어느 때라도 환경 준수 증명
서를 취소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정지하는 자격을 가진다. 또한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그리고 위험한 영향이 초래된 경우 투자관련 권한 정부 당국에게 해
당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기업 등록 증명서 또는 벌채 등록 증
명서 취소 심의를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f. 환경 준수 증명서의 취소 혹은 유효기간 정지 등의 과정은 아래와 같
이 수행된다.
1) 환경 준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발견된 비 준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경
고문을 발급하며 프로젝트 소유주는 해당 경고문 발급일 이후
9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또한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
처는 프로젝트 소유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2) 프로젝트 소유주가 상기 명시된 기한 내에 비 준수사항을 검증
하지 못하는 경우,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프로젝트 소
유주에게 해당 비 준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2차 통지문을 발행
하며 프로젝트 소유주는 2차 통지문 발급일 60일 이내에 시정하
고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프로젝트 소유주와 양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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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체결해야 한다.
3) 그 후에도 명시된 기한 내에 프로젝트 소유주가 해당 비 준수 사
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해당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환경 준수 증명서를 취소, 유효기간을
중단하는 등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관련 투자 권한 당국과의 조율 및 합의에 따라,
상당한 사회 환경 영향을 초래하는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다.

2. 환경 영향 평가 프로세스
천연자원 및 환경부(MONRE) 결정안 No.8030/MONRE, 2013
(MONRE, 2013b)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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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심사 프로세스
• 과업지시서 및 적용범위 보고서
• 적용범위 보고서 및 과업 지시서 검토
•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보고서 (ESIA Report)
•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보고서 검토
•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ESMMP)
• 환경 준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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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보고서, 과업 지시서(TOR) 양
식은 각각 별첨 3, 4 및 5와 같다.
2.1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심사 프로세스
환경사회영향평가(ESIA)에 적용되는 심사 프로세스는 앞서 4.1.1에
서 언급된 초기 환경 조사(IEE) 평가와 동일하다.
2.2 적용범위 보고서 및 과업지시서
심사 프로세스 이후, 그룹 2로 분류된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 사회 영향 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 소유주는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관련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정된
양식을 통해(별첨 1) 범위 보고서와 과업 지시서 등을 작성하며 환경 사회
영향 평가가 이행되기 이전에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 사회 영향 평가를 위한 범위 보고서 및 과업 지시서 준비 기간
동안, 프로젝트 소유주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 적용범위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 소유주는 투자 프로
젝트 및 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 사회 영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환경 사회 영향 평가의 근간이 되는 수집
된 자료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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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업 지시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 사회 영
향 평가의 각 범위 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업
무 범위를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2.3 적용범위 보고서 및 과업 지시서 검토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15영업일 이내에 범위 보고서와 과업 지시서를
검토하며 다음의 방식으로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서면 답변해야 한다
a. 적용범위 보고서 및 과업 지시서를 승인하며 프로젝트 소유주가
승인된 보고서 및 과업 지시서에 의거하여 환경 사회 영향 평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b. 범위 보고서 및 과업 지시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며 해당 보고서
및 과업 지시서를 수정하도록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다시 송부하며
이후 천연자원 및 환경부 심의를 위해 다시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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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 사회 영향 평가 보고서 (ESIA Report)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 소
유주는 다음의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프로젝트 소유주는 본 지시서에 명시된 과정 및 조건, 관련 기술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b.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과 사회관리 모니터링 계획을 환경 사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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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ESIA)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 단 해당 환경과
사회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c.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라오스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 준수 증명서가 발급
되지 않는다.
2.5 환경 사회 영향 평가 보고서 검토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 검토 프로세스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a. 프로젝트 소유주는 군/주 협의(consultation)단에서 수령한 의견에
의거하여 수정된 환경과 사회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이 담긴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 최종 버전과 신청서 1부를 천연자원 및 환
경부에 제출한다. 단 제출 시, 협의단에 속한, 환경 사회 영향 평가
(ESIA) 보고서를 작성한 환경 서비스 제공업체 대표, 프로젝트 소
유주 그리고 기타 관련 정부 당국이 확인, 서명한 모든 협의 회의
록을 첨부한다.
b.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환경 사회 영향 평가가 올바르고 종합적임
을 확인하기 위해 10영업일 이내에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
고서를 검토하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검토 결과를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제출된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가 정확하고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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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추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위해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서면
및 전자사본 형태로 15부 이상의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
고서를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제출된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가 부정확하며 종합
적이지 않은 경우, 수정된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추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게 제출하기 이
전에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초기 환경 조사(IEE) 보고서를 수정
하도록 요청하여 수정된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가 추
가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c.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의 검토 과정은 프로젝트 소유
주가 상기와 같은 모든 필요 서류를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게 제출
한 날로부터 95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단, 해당 기한은
프로젝트 소유주가 검토 과정 동안에 제기된 의견에 의거하여 환
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수정하는데 따른 시간은 포함
하지 않는다. 검토 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행된다.
1)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5 영업일 이내에 중앙 정부 차원 관련 정부
기관, 주 단위 천연 자원 및 환경부처 그리고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검토 및 의견제시를 위해 환경 사회 영향 평가
(ESIA) 보고서를 배포한다.
2)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가 상기 언급된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출된 마지막 날로부터 50영업일 이내에, 중앙 정부 차원 관련
정부 기관, 주 단위 천연 자원 및 환경부처 그리고 기타 관련 이
해관계자들은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 검토를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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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련 의견을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게 제출한다. 만일 상기 기
한 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인정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프로젝트 소유주와 조율하여 검토 기간
중 적정 시기에 주/중앙 차원에서 협의단 회의를 개최한다. 해당
협의 회의에서,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
고서에 대해 설명한다. 중앙 차원의 관련 부처 대표자, 주 단위
천연 자원 및 환경부처,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는 인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기타 기
술 회의 및 추가적 현장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4)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모든 서면 의견서, 기술 회의 및 협의단
회의 의견서, 그리고 천연자원 및 환경부 자체 의견서 등을 취합
하여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 수정을 통해 최종 버전
이 작성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송부한다. 그 이후, 프
로젝트 소유주는 최종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 버전을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 재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5) 프로젝트 소유주로부터 최종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
를 수령한 후 40영업일 이내에,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다음 중
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서면 답변을 송부한다.
･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 및 환경과 사회관리 및 모니
터링 계획을 승인하는 환경 준수 증명서 발급
･ 수정된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천연자원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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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재 제출하기 이전에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지시
･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연구 결과 및 환경 사회 영향 평가
(ESIA)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상당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치유될 수 없는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이 해당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으로 인해 초래된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혹은 해당 투자 프
로젝트 및 활동이 천연자원 및 환경청의 국가 환경 정책 또는
전략 계획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반려한다.
2.6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작성하는 데 있어, 프로젝
트 소유주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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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젝트 소유주는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 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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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별도의 소책자 형식으로 준비한다.
b. 프로젝트 소유주는 라오스 언어로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
(ESMMP)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 준수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c. 프로젝트 소유주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운영 기간 시작 6개월
이전에, 건설 기간 동안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
이행을 평가해야 한다. 뒤이어, 프로젝트 소유주는 운영 기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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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엄격히 준수하여 해당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
을 수정해야 하며 해당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이
이행되기 이전에 승인 될 수 있도록 수정된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
링 계획(ESMMP)을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e.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이 주요한 사회 영향을 초래하거나 복잡한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인 경우, 프로젝트 소유주는 건설 기간과 운
영 기간에 각각 별도로 환경과 사회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
해야 하며 해당 별도의 계획안을 천연자원 및 환경부의 검토 및 승
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소유주가 건설 및 운영을 착수
하기 전에 승인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2.7 환경 준수 증명서
환경 준수 증명서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관련 환경 사회 영향 평가
(ESIA) 보고서와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승인하는
증명서로 천연자원 및 환경부가 발급한다. 해당 환경 준수 증명서의 유
효기간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환경 준수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러
나 프로젝트 소유주가 프로젝트 개발 계획에서 명시된 활동을 시작
하지 못하거나,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및 활
동이 환경 준수 증명서를 획득한 후 2년 이내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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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상실된 증명서 소유주가 계속해서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소유주는 이전 증명서에 따라
승인된 환경 사회 영향 평가 관련 모든 문서, 특히 실제 정황을
반영하는 기초 데이터 등을 다시 수정하여, 승인 및 신규 환경 준수
증명서 발급을 위해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명서 소유주는 새로운 환경 준수 증명서를 단 한번 만 재신청할
수 있다.
b.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보고서를 승인하는 환경 준수 증명서
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투자 기간 내내 유효하다. 단, 해당
환경 준수 증명서는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승
인하는 환경 준수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역시 그 효력을 읽게 된다.
c.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 승인 환경 준수 증명서는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유형의 영향 심각도를 바탕으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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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 프로젝트 소유주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기간 동안의 각 상황
에 맞춰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를 검토 및 수정
해야 하며 승인 및 환경 준수 증명서 갱신을 위해 수정된 환경 사
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 제출해
야 한다.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프로젝트 개발업체가 문서를 수정
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제외한 30영업일 이내에 환경 준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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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갱신 신청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d. 환경 준수 증명서는 프로젝트 소유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특
정 조건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e. 프로젝트 소유주가 환경 준수 증명서 상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
지 못하여 상당한 사회 환경적 영향이 초래되었음이 발견되는 경
우,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정부당국의 동의 아래 해당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투자 기간 어느 때라도 환경 준수 증명서
를 취소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정지하는 자격을 가진다. 또한 천연
자원 및 환경부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그리고
위험한 사회 및 영향이 초래된 경우 투자관련 권한 정부 당국에게
해당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기업 등록 증명서 또는 벌채 등록
증명서 취소 심의를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f. 환경 준수 증명서의 취소 혹은 유효기간 정지 등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수행된다
1) 환경 준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프로젝트 소
유주에게 발견된 비 준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경고문을 발급하
며 프로젝트 소유주는 해당 경고문 발급일 이후 90일 이내에 시정
해야 한다. 또한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프로젝트 소유
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2) 프로젝트 소유주가 상기 명시된 기한 내에 비 준수사항을 검증하
지 못하는 경우,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프로젝트 소유
주에게 해당 비 준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2차 통지문을 발행
하며 프로젝트 소유주는 2차 통지문 발급일 60일 이내에 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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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프로젝트 소유주와 양해 각서를 체결해
야 한다.
3) 그 이후에도 명시된 기한 내에 프로젝트 소유주가 해당 비 준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해당 투자 프로
젝트 및 활동의 환경 준수 증명서를 취소, 유효기간을 중단하는
등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관련
투자 권한 당국과의 조율 및 합의에 따라, 상당한 사회 환경 영향을
초래하는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8 기존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환경 준수 증명서 발급
현재 운영 중이나 본 지시사항의 효력이 발생 이전에 환경 준수 증명
서를 발급 받지 않은 기존 프로젝트 투자 및 활동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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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는 주 영토 내에서 그룹 1 또는 그룹
2로 분류되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을
수집해야 하며 해당 목록을 본 지시서의 효력 발생 이후 90영업일
이전에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b.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해,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사업 운영을 지속하도록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통지하며 프로젝트 소유주가 준수해야 할 환경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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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관리와 관련한 특별 지시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천연
자원 및 환경부는 투자 권한 정부 당국 및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 해당 통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의 경우, 천
연자원 및 환경부는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120영업일 이내에 환
경과 사회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안을 작성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만일 프로젝트 소유주가 해당 기한 내에 환경 사회 관리
모니터링 계획(ESMMP)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 소유
주는 2012년 12월 18일자의 환경보호법 제 9219)조, 9320)조,
9421)조, 9522)조, 9623)조, 9724)조(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제재
19)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개인, 법인체 및 단체는 규정에 따라 각 사건의 심각도를 바탕으로
재교육, 경고, 징계적 제재조치, 벌금 혹은 민사적 구제 혹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20) 환경보호법을 처음으로 위반하는 개인, 법인체 및 단체는 해당 위반사항이 해롭거나
심각하지 않으며 의도적이지 않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재교육 및 경고 대상에 해당된다.
21) 범죄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지도 않지만, 의도적으로
보고를 수정하기 위해 환경보호법 및 기타 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공무원은 다음의 각 경
우에 따라 징계적 조치 대상이다:
- 공무원 법 및 신고 범죄 사건을 참조하여 경고
- 승진, 월 급여 인상 등의 중지
- 직위 해제 혹은 다른 곳으로의 좌천
2013년 3월 25일자 공식 제정된 EPL 최종 번역본
- 인센티브 없이 추방
징계적 제재조치 대상 개인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모든 자산을 관련 정부당국에 모두
반환한다.
22) 법, 벌채 계약상의 제한사항 및 계약조건 또는 환경 준수 증명서 등을 위반한 개인, 법인
체 및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이다.
벌금 요율은 각 사건에 따라 특정 규정에 따른다.
23) 형사범죄로 본 법을 위반하는 개인의 경우는 각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본인이 초래한 모
든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여 형법에 기반하여 처벌된다.
24) 본 법 제96조에서 언급된 것과는 별도로, 범법인은 면허 정치, 취소 혹은 운영 종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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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다.
3)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관련 정부
당국과의 조율에 따라 프로젝트 소유주가 시간 내에 작성한 환경
과 사회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그 이후 해당
검토 결과는 프로젝트 소유주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통지 사본은 관련 투자 권한 당국과 관련 주 단위 천연자원 및
환경부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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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대책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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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Ⅴ

산림자원개발 분석
본 파트에서는 산림자원개발 정책 및 규제적 틀 관련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파트는 조림지 투자를 위한 임야 할당, 조림목의 수확
및 운송, 천연 수목 및 조림목의 가공, 목재 및 목제품의 교역 및 수출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오스의 산림자원 발전을 다루는 규제적인 틀은 천연 자원 및 교역 분
야 별로 서로 다른 법안의 영향을 받아 매우 다변화되어 있으며 적용되
는 법적 수단도 그 수가 광범위하다. (i) 적용 법(특히 법의 이행이 쉽지 않

에서는 수평적 또는 서로 다른 차원(국가, 주, 군 혹은 촌)에서는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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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명료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목재공급 사슬에 대한 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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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법의 추가 제정 혹은 폐지로 인해 일관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조항; 그리고 (iii) 특정 이슈에 대한 관할 당국의 책임(국 혹은 부 관점

적 틀에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며 임야 관리, 생산림, 조림지 및
기타 전환 산림 마을 산림 등의 목재 임산물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모든 법안을 포함하여 산림 분야의 법적 틀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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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는 유럽연합과의 FLEGT/자발적 파트너십 협약(VPA)을 준비
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 증진 특히 산림에 대한 법적 틀의 명료성을 요하는
조림지 증진과 관련한 기타 양자 및 국제 의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산림자원개발 정책의
법적 개론에 대한 분석이 이행되었다.
상기 분석 및 다른 기관이 이행한 연구 결과, 목재 및 목제품을 위한
조림지 투자를 통한 산림자원개발 정책 및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도
전과제들이 파악되고 있다.

1. 조림투자를 위한 임지 할당
토지법 O4/NA 2003에 따르면, 농림부(MAF)는 임지를 관리하고
보호림, 보전림 및 생산림 등의 관리목적(보존 및 개발)에 따른 분류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분류되지 않은 산림지역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
한 미분류 임지 관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3개 산림 범주
내에 속한 토지는 밀림(dense forest), 척악임지 혹은 황폐림(degraded
forest), 민둥 임지(bare forest land) 및 마을용 산림(village use
forest)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산림법 제13조). 각 유형의 사용을 허가하
는 산림 구역설정(zoning)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조림지 개발은 척악임지 혹은 나지 등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임분재적이 30㎥/ha 미만인 황폐지로 수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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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혹은 수목이 생장할 수 없는 저급 토양(degraded soil)이기 때문에 상
업용 조림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현지 라오스 전역에 걸쳐 척악임지 혹
은 나지로 파악된 임야는 600만 ha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림지
투자를 위해 척악임지 혹은 나지를 파악하여 경계획정을 하는 과정에
도 여러 도전과제들이 존재한다
a. 토지사용 정책에 기반한 불완전한 국토 사용 구역설정 및 주별 군
별 그리고 촌별의 상이한 임지 사용계획은 토지 사용에 대한 혼란을
가져와 보전림(CF)과 보호림(PF)을 산업용 조림지, 광산 및 기타
기반 시설 개발 등을 위한 기타 토지 사용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b. 산림법에 따라 척악임지와 나지가 각 산림 범주(보호림, 보전림,
생산림)에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는 상업용 조림지
투자를 위해 상기 임야를 할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c. 토지사용과 토지할당 관련한 법과 규정의 복잡성, 주와 중앙 정
부 간의 토지할당 책임과 관련한 명료성 부족(표 6.1).
d. 아직 상업적으로 개발되지 않거나 임대 혹은 양허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유지는 임지로 고려되며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임지를 할당
하는 권한은 임지를 담당하는 정부당국에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통적 사용 산림, 보호림, 보존림, 생산림, 복구림, 척악임지 및
민둥 나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림지 사용을 위한 토지 할당이
간단하지 않다.
e. 토지 할당에 대한 권한 및 책임 이외에도, 법집행과 관련한 단점들이 존
재한다. 책임은 불분명하고 법 집행의 역량 및 의지는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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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4

7

6

산림법

전기법

농업법

국유재산법 이행에 관한 MOF
결정안 No.2085/MoF, 2004

5

척악임지> 15,000 ha
민둥 임지>30,000 ha

>50,000 KW 정부
제안

>10,000 ha

주 단위

군 단위

- 프로젝트 당 척악임
지>150 ha ~
15,000 ha
- 프로젝트 당 황무지
> 500 to 30,000
ha

2,000 to 10,000 KW 산
업 수공업부 승인 하에 주
정부당국이 결정

> 1,000억 Kip

재무분과(Finance Division)<100억 Kip

재무과(Finance Unit)가 임대
및 양허 권한을 소유

- 프로젝트 당 척악임지150
- 프로젝트 당 황무지 < 500 ha

100 ~ 2,000 Kw 상공부 승인 하에 주 정부 < 100 Kw 주 당국의 승인
당국이 결정
하에 군 행정 당국이 결정

MAF는 “ 대규모의 혹은 중대한 농업 PAFO는 “PAFO 책임 지역 내에서의 대규모 “DAFO는 DAFO 책임 지역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신청인을 조 혹은 중대한 농업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내에 있는 토지를 할당한
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신청에 대해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다.”

MOF<1,000억 Kip

> 10,000 ha -NA 승인 관련 서비스 및 행정당국에 제한하고 정
현지 LMO 및 관련 서비스의 제안에 대한 행 현지 LMO 및 관련 서비스의
의, NLMA< 관련 서비스 부가 승인한 NLMA>100 ha and <
정 당국 > 3ha, < 100 ha
제안에 대한 행정 당국 < 3ha
및 행정당국 제안
10,000 ha

중앙 정부 차원의 부/기타 조직

토지법 이행에 관한 PM령 No.
101/PM, 2005

정부

외국인 투자 증진에 관한 KAW
이행 관련 PM 령 No. 301/PM,
2005

국회
- IPMC < US$ 20 million 의 투자유형 - 투자유형1에 대한 현지 IPMC (Vientiane
1,2,3
Capital, Champasak, Luang Prabang)< US$ 5
> US$ 20 Million 및 투자
유형 3(통신, 토지, 광물, - IPMC 대통령 투자 > US$ 10 million
million
수력양허)
- IPMC 부통령 서명 투자
- 투자유형 1에 대한 기타 주의 현지IPMC <US$
< US$ 10 million
3 million

법/법령

3

1

Sl. No

<표 5.1> 토지 할당 모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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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확 및 운송
조림 목재의 수확 및 운송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법적
문서를 충족해야 한다.

산림법 제48조25)에 따르면 상업용 상품을 위한 조림목의 벌채는 마을
단위 산림과(village forestry unit)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지 수
종 및 특별 수목 군 단위 농림 사무소의 제안에 따라 주 단위 혹은 비엔
티엔 수도(Vientiane Capital)의 농림 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한
다. 지시한 115/MAF 2003(제7조26))에 따라 오직 등록된 조림지에서
만 수확할 수 있다(MAF, 2003). 조림목 수확 승인 심사는 조림지 등록
증명서를 바탕으로 하며 조림의 장기적 개발 및 증진에 관한 규정
No.0196/MAF2000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를 고수해야 한다.
규정 No 196/PM 2000 제14조27)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조림목 벌목
및 운송은 조림지 경영계획에 명시된 벌목 기간에 의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림지 경영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부속 규정 혹은 이전 규정에서도 정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5) 군 단위 농림사무소 제안에 따른 주 혹은 Vientiane Capital의 농림분과의 허가가 필요
한 금지 수종 및 특별 수목을 제외한 상업용 상품을 위한 조림목의 벌채 및 운송의 경우
촌 단위 산림과에 보고되어야 한다.
26) 조림목 벌채 승인에 대한 심의는 조림지 등록 또는 조림목 소유권 증명서를 바탕으로 하며
수목 식재 장기 개발 및 증진에 관한 2000년 8월 15일자 농림부 규정 no. 0196/MAF.
2000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7) 상업적 목적의 조림목 벌목 및 운송은 조림지 경영 계획에 명시된 벌목 기간에 따라야
하며 산발적 조림 시스템에 따라 식재된 조림목의 벌채는 군 단위 농림 사무소가 승인하며
단 주 단위, Vientiane 특별시 및 특별 구역 농림 사무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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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지 소유주, 주 농림사무소(PAFO), 군 농림사무소(DAFO) 및 마을
산림과를 위한 지침에 있어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생산림 지역에
적용되는 관행들을 참조하는 “대비책(fall back)”이 이행되기도 한다.
조림지 소유주는 수확,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수확 대상의 수목에 대해
사전 수확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몇몇 지역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군 농림
사무소(DAFO)와 함께 진행하고 농민(혹은 목재 구매자)이 자금을 지원
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 농림사무소(DAFO)
가 이러한 평가를 항상 진행하지는 않는 반면 (대부분 농민들이 자체적
으로 실시) 수확에 필요한 승인 및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관련
세를 지불해야 한다.
티크 목재의 수확 운송에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a. 임목 판매와 봉인(sealing) 및 등급판정(grading)의 부족은 소유주의
손실을 가져온다.
b. 벌목 기술의 부족은 도로변 조림지 조성을 제한한다.
c. 소규모 수확 기술의 부족은 회복율 손실 및 조림목 품질 손실 등을
가져온다.
d. 미성숙 수목의 수확은 소득 손실 및 임목의 고갈을 가져온다.
e. 제한된 도로 인프라는 높은 운송비와 국제 시장에서의 높은 원목
가격으로 이어진다.
f. 조림지의 면적과 임령이 파악되어 있지 않아 원목 공급을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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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g. 조림 목재의 수확 및 운송관련 불확실한 관료주의적 절차. 천연림
목재와 동일한 규정 및 절차가 조림목에 적용되는가?

3. 목재 가공 산업
지난 수십 년 동안, 라오스 정부는 산림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목재
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라오스 정부는 국내 목재
가공 공장(WPF)의 운영 규정을 목재 수확, 할당제(quota) 그리고 조림
지 투자 등과 연결 짓고, 가공된 목재의 수출만을 증진하는 등 국내 목
재 가공 공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목재 가공 분야를 규제
하는 동시에 발전시키고 원목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2001년 목재 산업(가구 공장 제외)은 160개 제재소와 2개의 합판 공
장으로 구성되어 연간 생산능력이 원목 투입(log input) 기준 대략 100
만㎥ 규모이나 이 중 20% 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0년
원목 수출이 금지된 이후 목재 가공 공장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2년 1,048 개 공장(가구 공장 포함)에서 2006년에는 1,333개 공장,
2016년에는 3,000개 이상의 공장이 파악되었다. 목재 가공 공장의 가파
른 증가세와 그에 따른 목재 가공 역량의 증가는 정부로 하여금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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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되지 않는 장소 및 크기에 대한 수확/벌목권을 허가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수단을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불법 벌채현
상을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목재 산업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라오스
목재 산업의 SWOT 및 격차 분석<표 5.3, 5.4, 5.5, 5.6>을 바탕으로
하여 라오스 목재 가공 실행 계획 초안이 <표 5.2>와 같이 수립되었다.
<표 5.2> 목재 가공 산업 실행 계획 초안
목표
정책 및 계획
거시적 분야별 전략 수립
거시적 분야별 계획 수립
정책 연구 이행

실행계획
-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목재 가공 산업의 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 MOIC 4개년 계획 2011~15 수립
- MAF 5개년 계획 2011~15 수립
- 미래 산업 개발 전망 및 우선순위 파악 분석

원자재 공급
MOIC 우선순위: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환경보호
-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행을 위한 국가 생산림 지구를 규정하는 규제적
그리고 정책 틀 완성
지속 가능한 관리를 바탕으로 한 천연림 및
- 원목 판매, 가격책정, 수익확보 및 이전 등을 규정하는 법률 문서 개정
조림지에서의 목재 공급 보장
- 덜 알려진 수종 대상 실험 및 홍보
- 수종 군 별 중기 목재 공급 예상량
-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그리고 통제되는 공급원
생산림 및 조림지 인증
으로부터의 인증 목재 공급 및 지역 증대
연계 보관성(Chain of custody) 시스템 및
- COC 시스템 개발 및 이행
절차 수립
산업
MOIC 우선순위: 공장 생산력 증대 및 목재 중심의 원자재 부가가치 증대
- 소규모 기업을 대규모 기업으로 합병 장려하는 정책 구성 또는 규모 있는
목재 가공 산업 개혁 및 경영 합리화
경제를 위한 협회 구성 발전
- 보드 공장 및 슬라이드 베니어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 및 타당한 경우 투자
자 유치
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증대
- 기본재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2차 목제품 목록 수정(최소 가공 제품 부가가치
제품)
프로세스, 기술 및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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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실행계획
MOIC 우선순위: 라오스 목재 가공업체의 기술 및 기량 향상
- 목재 산업의 건강 및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더 나은 관행 파악 및 증진
목재 가공 시설의 생산성 및 안정성 증대
- 공장 레이아웃 및 업무 흐름 증진을 위한 수요 기반의 자문 제공
- 목재 가공에서의 건조 시설 및 수분 통제 개선
- 접착 및 표면처리 기술 개선
- 가마건조 시설 설계 및 운영 원칙; 단순 및 적정 재료 처리 솔루션; 날갈이; 지그
개선 기술 선별 및 응용
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 수립 및 제공
- 재료 과학 목재 기술(기계적 그리고 외형적 특징 및 특성), 가공 및 공학 제품
(예, 단면 접착, 층재 등) 정보 수립 및 제공
- 직업 교육소 기술진 훈련 및 현장 공장 감독을 위한 직업 교육 과정
- 기술적 & 관리적 기량 격차 분석 및 비공식적 직업 훈련 과정 수립
경영 및 노동력 역량 개선
- 가구 제조업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이행
- 목제품 생산 및 수출 관련 기업들의 중간 관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
- 관리, 기술 & 마케팅 기량의 훈련을 제공하는 공공 & 민간 분야 서비스 제공업체
파악 & (i) 정보 & 교육 자료 수립, (ii) 사용 관련 지침 제공, (iii) 목재 산업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서비스 제공업체 정보 출판 등을 통해 역량 향상
MOIC 우선과제: 생산 폐기물 최소화 및 부산물 활용
- 폐목 사용 시스템 향상 도입
자재 생산 효율 개선 및 폐기물 줄이기
- 자재의 다자인, 생산성, 효율적 사용 등을 증진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기존 제품 평가
MOIC 우선순위: 지역적 그리고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한 라오스 목재 가공 표준 수립(임산물 인증 포함)
- 원목 및 제재목 품질 표준 및 등급 규칙 도입
제품 표준 수립 및 적용
- 목제품에 적용 가능한 국제 표준 인식 제고(예: REACH, 포름알데히드 배
출)
공정 표준 수립 및 적용
- 연계 보관성(Chain of Custody) 인증, 지침에 대한 교육 이행 & CoC 시스템 이행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 강화

마케팅
MOIC 우선순위: 국내, 지역 및 국제 시장에서의 완제품 교역 증진
- 지역 그리고 국제 마케팅 연구 이행 및 2차 목제품 전략 수립
유익하면서도 적절한 시장 연구
- 신제품 및 LKS 사용 홍보를 위한 기회 파악을 위해 국내 시장 연구 수행
- 수출 증진을 위한 라오스 스타일 가구 디자인 지원
- 라오스 목재 라벨 개발
- 국제 가구 및 목제품 무역 박람회 참여 지원
라오스 목제품 홍보
- 목재 가공 기업을 위한 마케팅 및 수출 증진 가이드 수립
- 무역 박람회 기획 및 진행 가이드 수립
- 효과적 마케팅 채널 및 생산 연합 수립

- 티크 농장주 그룹과 목재 가공 공장간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인증된 공급원의 목재만 교역하는 기업을 위한 산업 시장 연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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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교역 증진 및 물류
세관 현대화
내륙 컨테이너 화물기지

실행계획
- 이웃국 기업의 공급 사슬 참여를 위한 전략적 연합 협상 및 수립을 위해 선별 기업 지원
- 가공 산업 시범 클러스터
- 세관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활동
- Vientiane에서의 국제 컨테이너 물류 센터 탐구

유인책(인센티브) 및 투자
유인책 메커니즘 수립 및 적용

투자 기회 파악

- 국내 목재 가공산업에 대한(수출 원목 혹은 목재 칩 이외) 원자재 공급을 위해 조
성지를 개발하도록 국내외 투자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 수립
- 수익에서 직원 교육 및 수출시장 개발 비용 100% 이상 공제혜택을 위한 2
차 목재 가공 수출 기업 대상의 이중 공제 정책 및 규정 수립
- 지속 가능한 산림 및 후방 가공에 대한 투자를 위해 “그린” 파이낸싱(윤리적 투자
자, 기후 기금, 등)의 가용성 파악 및 증진

네트워크 및 협회(Associations)
MOIC 우선순위: 민간 부문 성장 및 강화 증진, 목재 가공 협회 수립 증진

효과적인 산업 협회 및 네트워크 수립

목재 산업 특정 정보 수립 및 확산

-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증진 및 제공해줄 수 있는 견고한 산업 협회 수립 지원(산업
연합을 위한 상근 사무국 지원 포함)
- 라오스 글로벌 산림 및 교역 네트워크 수립 – 인증 임산물 교역 및 지속 가능한 산
림 경영 증진 목적
- 교육 자료, 제품, 제조 및 시장 정보, 규정 및 국제 이니셔티브 등 관련 정보 취합
및 확산(예, Lacey 법 & 불법 목재 교역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법안)
- 시장, 제품 및 공정 혁신, 교육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분기별 목재 산업 뉴스
레터 발행
- 2차 목재 가공 수출 산업 증진을 위해 LNCCI 웹사이트 상에 웹 페이지 개설

<표 5.3> 라오스 목재 산업 SWOT 분석 및 잠재적 이니셔티브 파악
강점
⇒ 제조 분야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목재 기반 산업 존재
⇒ 투자자와 구매자에게 매력적인 목
재 자원
⇒ 낮은 노동비와 전기비용
⇒ 특혜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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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 목재 기반 산업의 장기 발전을
가이드 하는 비전 부족
⇒ 원자재 공급 및 가용성 불확실
⇒ 운영 및 투자에 대한 신용 접근
제약
⇒ 산업 내 중소기업 간의 협력 보다
는 경쟁의식
⇒ 규모의 경제 실현을 할 수 없는
대다수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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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국가 이외의 시장에 대한 정
보 제한 및 경험 부족
⇒ 경영, 기술 및 마케팅 기술 부족
⇒ 기술 및 생산관리 부족/단점으
로 인한 낮은 생산성 및 폐기물
⇒ 공정 및 제품 품질 표준 부족
⇒ 공장, 기술 및 제품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부족
⇒ 산림 분야에서의 열악한 거버넌스
⇒ 생산성과 인재 확보 능력을 저해
하는 열악한 보건 및 안전 환경
기회
⇒ 2차 가공 및 수출을 지원하
는 정부 정책은 세계 시장
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현대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
⇒ 2차 가공 목제품을 위한 원
자재 공급 증대 잠재력을
가진 조림지에 대한 투자
증대
⇒ 천연림 인증 목재 (잠재 조
림지).
⇒ 천연림 인증 목재
(controlled wood) 잠재성
⇒ 덜 알려진 수종의 이용 저하
⇒ 국내 및 지역 시장에서의
목재 수요 증대
⇒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의
인증/검증 합법 목재에 대
한 수요 증대
⇒ 새로 수립된 목재 및 가구
산업 협회
⇒ 부가가치와 신시장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품, 공
정 및 기술 혁신 잠재력

잠재적SO 이니셔티브28)
⇒ 기존/미래 산림 경영 및 인증
혜택의 완전한 활용을 위한 연
계 보관성(Chain of Custody)
절차 수립(기타 필요한 지원 규
정)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부터
의 활엽수 제품 공급업체로서
의 라오스 이미지 증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 수립
⇒ 국내 목재 가공 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수출 원목 혹은 목재 칩
이외) 조림지 개발을 위해 국내 해
외 투자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정
책 및 규정 수립
⇒ 2차 목재 가공 기업들이 과세 수
익에서 직원 교육 및 수출 시장 개
발 비용의 150-200%를 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공제
정책 및 규정 수립
⇒ 목재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공급사
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국가
기업과의 전략적 연합 협의 및
수립을 위한 선정 기업 지원

잠재적WO 이니셔티브29)
⇒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목
재 가공 산업을 위한 비전 및 전
략 수립
⇒ 입찰 업체의 사전 선정 등의 직접
할당을 통해, 자원을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전환시
킬 수 있는 기업에게 자원 할
당을 우선시 하는 정책 및 규정
수립
⇒ 회원에게 서비스를 증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산업 협회
설립 지원
⇒ 시장, 제품, 공정 혁신, 교육 기회
등의 정보를 담은 분기별 목재 산
업 뉴스레터 발행
⇒ 관리, 기술 및 마케팅 기술 교육
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분야 서비
스 제공업체 파악, (i) 목재 산업 필
요성에 맞춘 교육 자료 제공 및 사
용 가이드 제공; 그리고 (ii) 목재
산업 간의 서비스 제공업체 홍보
⇒ 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합병 장
려 정책 수립 혹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회(클러
스터) 수립을 장려하는 정책 수립

28) 기회를 최대 활용하기 위하여 강점을 사용하는 이니셔티브
29)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최대 활용하는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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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그리고 현재 ODA 및
NGO 프로젝트 지원을 기
반으로 하는 기회

위협
⇒ 경쟁 우위를 가진 이웃국가
목재 가공 기업
⇒ 정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운영업자와의 목재 공급 및
생산 시장 경쟁
⇒ 수출 및 주 간 운송 관련 행
정 지연 및 처리 비용
⇒ 선적 이전 수출용 컨테이너
운반비
⇒ 지속적인 생산과잉으로 인
한 폐업 등 불확실한 미래
⇒ 미국 (향후 유럽) 등의 불법
목재 수입 근절에 대한 신
규 법안 등은 수출업체에게
행정적 그리고 홍보적 측면
의 장애요인

⇒ i) 기계 운영업자 (ii) 중간 관리자
그리고(iii) 디자이너 에 초점을 맞
춰 이웃 국가로의 고급 가구 수출
을 위한 가공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
⇒ 지속 가능한 산림 및 후방 가공
투자를 위해 “그린” 파이낸싱(윤
리적 투자자, 기후 펀드 등) 파악
및 증진
⇒ 공정 및 제품 품질 표준 수립 및
산업 협회를 통한 활용 증진 –
(예, CoC 시스템, 가마건조 스케
줄, 원목 및 목재 등급 규정)
⇒ 공공 조달을 통해 덜 알려진 수종
의 사용 증진(즉, 정부 지원 프로
젝트에서의 사용 증진)
⇒ 추가 가공 및 부가가치 장려를 위
해 기본재를 제외한(예, 쪽모이
세공) 2차 목제품 목록 수정
잠재적ST 이니셔티브30)
⇒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
및 점검 지속
⇒ 수출 및 주 간 운송을 위한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 LNCCI를 통한 정부 로비 협회
지원
⇒ 육상 컨테이너 기지 설립 목적으
로 LNCCI를 통한 정부 및 다자적
기관 로비활동을 위해 협회 지원

30)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이니셔티브
31) 약점을 최소화하고 위협을 피하는 이니셔티브

134

잠재적SO 이니셔티브31)
⇒ 협회를 통해 수출업자에게 Lacey
법 및 유럽연합 법안 등으로 인한
영향 정보 제공
⇒ 라오스 수출업체를 위한 틈새 기
회를 파악하는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 이웃 국가로의 수출 증진을 위한
수출 증진 매뉴얼 수립
⇒ 2차 목재 가공 수출 산업을 증진
시키기 위해 LNCCI 웹사이트 상
에 웹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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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매트릭스 및 라오스 목재 산업 격차 파악
요인
정책 및 계획
거시적 &
분야별 전략
거시적 &
분야별 계획

정책 연구

원자재 공급
천연림 목재
가용성

조림지 목재
가용성
목재 공급

성취
- 산림 전략 2020

- NSEDP 2006-2010
- MOIC 5 개년 계획 2006-10
- 목재 산업 구조조정 계획
2007-08
- 2002 년 이후로 목재 가공 산
업 보고서 대부분이 국제기구
지원 혹은 국제 기구에 의해
작성

진행 중
- 국가 수출 전략 & 목재 분야 전략
(초안)
- SME 전략(초안)
- MOIC 5 개년 계획 2011~2015
준비 중
- MAF 5 개년 계획 2011~2015
준비 중
- 라오스 목재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
보고서
- 가격책정 및 판매 절차 보고서

- 45,000ha 인증림
- 2008~2009 년 천연림 목재 할
당(quota) 150,000 ㎥
- 수력댐 프로젝트를 위한 개간으
로 200,000 ㎥

- 생산림 관리 개선 및 SFM 수단 개발
지원
- 기존 목재 인증 유지, 완전 인증 혹은
인증목재(controlled wood)를 통한
인증 지역 확대

- 2008~2009 년 조림지에서의
2,280 ㎥

- 티크 조사 및 조림지 경영
- 원목 판매, 가격, 수익 창출 및 이전
등을 규정하는 법률 문서 개정
- CoC 수단의 추가 개발
- 덜 알려진 수종의 시험 및 홍보

격차

- 현재 및 미래 자재 공급 및 산업
의 장기 비전과 일치하는 목재
가공 산업 분야 계획
- 미래 산업 개발 전망 및 선호 옵
션 등의 상세 분석 및 논의

- 미래 독립 검증의 기반으로 라오
스 목재의 합법성 명료화 및 합
의된 정의
- 군 별 중기 목재 공급량
예측
- 불법 목재 수확 및 공급 제거

산업
1차&
2 차 가공

128 개 그룹 A 기업:
범주 I – 1 차 생산업체: 16;
범주 I – 2 차 생산업체: 60;
범주 I I, 가구 제조업체: 52
806 개 그룹 B 기업은 특정 개선을 달성한 경우 운영 면허 취득.

공정 & 기술
생산 공정

- 목재 가공에서의 건조 시설(특히 태
양 건조) 및 수분 통제 개선

- 국가 차원의 목재 산업분야 전략
및 계획과 일치하는 주 단위의
목재 산업 계획 및 이행
- 보드 공장 및 슬라이스드 베니어
공장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행
- 공장 레이아웃 및 생산 계획 지원
- 보건 및 안전 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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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성취

제품 품질 기준

진행 중

격차

- 접착 및 표면처리 기술 개선 교육
- 목재 및 제재목의 품질 표준 및 등급
규정 도입

- 목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인식

기술 개선

인적 자원
서비스 제공업체

- 가마 건조 시설을 위한 기본 설
계 및 운영 원칙
- 간편 & 적정 자재 처리 솔루션
정보
- 가구 산업의 직업 교육센터 수립
- 11 학년 학교에 대한 가구 교
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
내 직업 교육 대학 및 학교

교육 과정 &
자료

- 5 개의 실습 지향의 교육 모듈을
위한 교육 자료가 라오스 언어로
개발됨

숙련된 교육자

- 각각의 기업에서 증배기
(multiplier)로 역할 하는 10명의
교육자
- NUOL, Pakpasak 칼리지 &
기타 직업학교에서의 목재 가
공 강의자

- 가구 산업 협회 교육 센터 지원

- 목재 과학(기계, 외형 & 기계가공
특징 & 특성), 가공 &단순 공학
제품(예, 단면 접착, 층재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자료
- 목재 산업 컨설턴트 & 교육업자
등록

마케팅
시장 연구

홍보

제품 개발

교역 증진 & 물류
세관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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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산업 서비스 제공업체 명단

- 신규 제품 및 덜 알려진 수종
사용 (LKS) 증진을 위한 기
회 파악을 위해 국내 시장 연
구
-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방법 매뉴
얼 도움

- 수출 증진을 위한 라오스 스타일 가
구 디자인 지원

- 목재 산업 마케팅 및 수출 증진
간편 가이드
- 무역 박람회 기획 및 운영 가이드
- 자재의 디자인, 생산성, 효율
적 사용을 개선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일반적으로 생산
되는 기존 제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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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성취

진행 중

격차

- 세관 현대화 프로젝트
내륙 컨테이너
화물기지
유인책(인센티브) &
투자
유인책
네트워크 & 협회
산업 협회

생산업체 네트워크

- 128 개의 회원사를 지닌 기존
LWIA
- 85 회원사를 지닌 기존 LFA

- 산업 협회가 모든 회원사를 대변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상근 사무국
- 라오스 글로벌 산림 및 교역 네트
워크 설립
–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및 인증 임
산물 교역 증진 목적
- 가공 산업 시범 클러스터

정보 &
커뮤니케이션
- 규정, 보고서, 교육자료, 제조 &
시장 정보 취합
- 분기별 목재 산업 뉴스레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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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위원회가 수행한 연구는 전체 목재 분야(ITC 2005)에 대한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Mohns(2009)는 라오스 전체 목재 분야
의 강점 및 기회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표 5.5>.
<표 5.5> 라오스 목재 산업 SWOT 분석(ITC 2005 이후)
강점
- 라오스는 대규모 천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재 가공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풍부
한 잠재력을 가짐
- 라오스 목재는 고품질을 자랑한다.
-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 조림지와 수출용 목재
완제품 관련 국내 및 해외 투자자에 대한 종
합적 법률과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 기존의 수출 목제품 협회는 목재 분야에서의
기업가 정신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목재 가치 사슬에서의 부가
가치를 위한 캠페인 진행
- 대략 310만 ha를 커버하는 51개 NPFA가 조
성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생산림이 조성
가능하고 또한 목재 분야에 규칙적인 원자재
공급이 가능함

기회
- 국내산 원자재를 활용하는 목제품 산업은 2
번째로 큰 수출 기여요인이다.
- 저급 및 작은 크기의 원목, 자투리(offcuts),
사용빈도가 낮은 수종 등 목재 가구 및 조각
제품이 새로운 잠재적 부가가치 제공
-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호는 외국인 투
자를 장려하는 산림 분야의 주요 지원 정책
- 산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 공공과 민간의 목재 가공 그룹간의 긴말한
연계
- NTR과 EBA(EU의)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된 주요 외국 시장으로의 접근 개방
- 제재소에서의 미사용 생산역량; 펄프 및 제
지 산업의 잠재적 확대 가능성. 대형 조림지
가 개발 중
- 건설제품을 위한 내수 증대, 유칼립투스
목재와 같은 국제 틈새시장, 국내외 관광
(호텔, 리조트)
- 주요 경쟁업체로부터 벤치마킹 및 선진 사례
도입(필리핀, 베트남)

약점
- 저 숙련 노동력
-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부족
- 목제품 개발을 위한 직업 목수 학교 혹은 교
육 센터 전무
- 투자자에게 지리적 매력도 결여
- 정부가 매년 허용하고 있는 벌목 할당량에
따른 천연림 벌목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의
문제 존재. 벌목은 라오스 정부관할(할당량,

위협
- 라오스와 이웃국가간의 경쟁 심화
-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높은 운송비:
-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
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력적인 할당량
제공 없이는 투자 유치가 어려움. 더불어 지
리적 환경은 생산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 노동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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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하에 있음
- 가공 지원 기술 부족: 목재 건조 시설이 많
이 없으며 라오스에는 전통적 제재소만 존재
- 공식 할당량 배정(quota 배정)은 아주
적은 수의 제재소에만 공급 가능. 또한 노
동력 부족 사태가 있음. 제재소 기계설비
는 상대적으로 낙후됨
- 전체 조림지 면적은 아직까지 산업을 지탱하
기에 작은 편임
- 기존 부실채권은 신규 기업가들에게 신용 장
벽으로 작용
- 높은 전력비용

- 새로운 경쟁자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석과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Mohns
(2009)는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주 내 티크 조림지 가치 사슬 상
에 존재하는 여러 약점들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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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운송

1차 가공

낙후장비

2차 가공

수출 시장

이웃 국가 대비 규모가 작 국제 품질 기준
은 현지 시장
불 충족

현지 시장

제재목에 대한 투명한 등
급제 및 가격책정 시스템
전무

공식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제로

설계 표준 제한

조림지의 임령 및 면적 정
보가 없어서 목재 공급 예
측 불가
낮은 가치의 수출 제재목
높은 제재목 가격
에 집중

조림목에 대한 상대
적으로 소규모의 원 복잡하고 길며 높은 비용이 소
자재 공급으로 인해 요되는 수출 규정
수출량이 제한됨

벌목 운영을 위한 규제틀 약화

비 조림 목재에 대한 1차 2차
가공을 위한 모순적 해외 투자
정책

정책 이슈, 사업 환경

제한적 도로 인프라로 높
미성숙 수목 수확으로 소
카르텔 구조로 인해 높은 관리 및 마케팅의 기술
은 운송비와 국제 시장에
득 손실 및 재고 고갈
제재목 가격
제한
서의 원목 가격 상승

소규모의 수확 기술 부족
1차 가공업체와의 제한적 수입 MDF 제품과 경쟁할
벌목 기술 부족은 도로
소규모 조림목에 대한 낙
으로 회복율 및 조림지 품
인 수직 통합, (건조) 제재 수 있는 부품이 국내에 전 인증 시스템 전무
변 조림 제한
후/과대 장비
질 손실
목의 공급 불확실성
무

제한된 관리 투입으로 인 임분 목재 판매 및 봉인,
목재 공급 불확실
해 저품질의 조림지
등급제 결여로 소유주 손실

티크 조림지

<표 5.6> 조림지 티크 가치사슬 약점(Moh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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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anakool (2010)은 Mohns와 연계하여 뒤이어 SWOT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되는 약점들을 파악하였다
• 원자재 공급 및 가용성 불확실성
• 산업 내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아닌 경쟁구도
•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한 소기업 다수
• 공정 및 제품 품질 표준 결여
• 기술 및 생산 관리 부족으로 인해 낮은 생산성, 고품질 손실 및
제품 등급 저하
• 제한적인 관리, 기술 및 마케팅 기술
• 지역/국제 시장 요건에 대한 정보 및 이해 제한
• 공정, 기술 및 제품 개선을 지원할 서비스 제공업체 부족
• 수요 기반의 혁신 디자인이 제한됨
• 공급업체, 가공업체 및 관련 클러스터 간의 연결고리 약화

Wattanakool 분석에서 파악된 기회들은 아래와 같다
• 2차 가공과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현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2차 가공 목제품의 원자재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림지에 대한
투자 증대
• 해외시장에서의(예: 유럽 및 미국 시장) 합법적 인증 목제품
(FSC 인증)에 대한 수요 증대
• 국내 및 지역 시장에서의 목재 수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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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및 신규 시장 진출 기회를 증대시키는 제품, 공정 및 기술
혁신 잠재성
•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존에 대한 산림 분야의 지원 정책은
외국인 투자 장려
• 산림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 협력 이용 가능

4. 목재 및 목제품 수출
관세법 No.04/NA 2011, 수출입품 법령 No.114/PM 2011은 모든
제품의 수출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목재 수출입에 대한 여러 부
속법들이 발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수출 절차가 복잡해져 수출입 과정
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라오스에서는 목재가공 분야의 개혁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한 산림전용을 줄이고 불법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원목 및 제재목 수
출에 대한 여러 금지정책이 도입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정책은 Notice
790/GO 2015, Notice No.1369/GO 2015 및 지시 1812/MOIC 2015
로 원목, 대형 제재목 및 제재 가공 목재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재는 수출 이전에 반드시 가공처리 되어야 한다.
2016년 라오스 정부는 천연림에서의 원목, 제재목, 반 가공 목재, 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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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시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총리령 No.15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림목
의 경우 국내에서 가공될 수 없을 경우 원목 혹은 제재목으로 수출이 가
능하다(통지 No.1812/MOIC 2015).
4.1 목재 원산지 증명
국제 무역 협약 및 기타 의무로 인해 목재 및 목제품 등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수출 요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요건을 달성
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목재 수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에서부터 모든
공급원의 목재를 추적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증빙 요건 역시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일관성
없이 열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목재 원산지 증명을 위한 요건은 규정 안에 명시되어 있다. ‘목재 원산지
증명’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등과 같은 특정 용어의 사용은 특히 목재
수출과 관련하여 규정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목재 수출용 규정에서 언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2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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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공부(MOIC)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 이 원산지 증명서는 선택
적이다. 수출 대상 제품이 라오스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 유형의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절차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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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농림부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 이 유형의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대상 목재의 공급원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농림부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모든 목재 수출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예는 다음과 같다:
• 결정안41/PM 2014에 따르면, 주 농림사무소(PAFO)는 식재
목재 원산지를 인증하는 책임을 갖는다.
• 통지1791/MOIC 2011에 따라, 수출 금지 대상 원목 및 제재목,
조림지에서 재배된 특별 혹은 통제 수종 등은 “목재 원산지 검증을
위해 농림부 영구 사무소(Permanent Offi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의 서한”을 요한다.
• 통지1027/MOIC 2015- “합법적 원산지 또는 목재”를 요하는 무역
박람회에서의 목재 구매.
주에 따라 ‘특별 목재 수종’으로 처리되는 조림목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한다. 라오스 산림에서 자생적으로 생장하는 몇몇 수종으로 인해
이러한 규칙이 제정된 바 있는데 조림지에서 재배된 자생적으로 생장한
목재 수종의 불법 수확을 통해 조림 목재 운송에 함께 끼어 넣어 수출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많은 정부당국이 목재 수출 과정에 개입하고 있어 여러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목재 수출에 관한 지역 규정을 발행하는 주 정부의
권한은 행정적 비용을 높이고 잠재적으로는 관련 당국 내 모니터링 및
집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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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ji Lao Plantation Forestry Ltd (LPFL)
2. ILLIM Lao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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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Ⅵ

특정 기업 사례 연구
Oji Lao Plantation Forest Co., Ltd (LPFL)와 ILLIM Lao CO.
Ltd 등 2개 기업이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Oji LPFL 사는 50
년간 유칼립투스 수종 식재를 위해 50,000ha에 대해 중앙 정부로부터
토지 양허 계약을 득하였으며, ILLIM Lao CO사는 40년간의 소나무
(Pinus Merkussii) 식재를 위해 100ha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Xekong
주로부터 획득하였다. [그림 6.1]과 [그림 6.2]의 흐름도는 Oji LPFL 사
의 목재 및 목제품 수출과 목재 판매 관련 행정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ILLIM Lao CO plan사의 경우 2044년에서 2049년까지 조림지 목재를
수확 수출할 계획이다.
a. 판매: 조림지의 경우, 목재판매는 판매자(보통 조림지 소유주)와
구매자간의 직접 협상에 의해 이뤄진다. 각 당사자는 목재 판매-구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목재는 임분
목재 혹은 수확 목재 형태로 판매될 수 있다. 판매의 경우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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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수목 목록(임분)
혹은 원목 목록(수확)상에 기록된 재적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주 농림사
무소(PAFO)는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수수료 등을 위해
목재를 측정하고 등급을 매긴다. 관련 세금은 반드시 납부되어야 한
다. 몇몇 조림목은 계약상 목재-공급 협약에 따라 판매될 수 있으며
이미 가공업체 자산 상태에서 매매될 수 있다[그림 6.1].
b. 수출: 모든 출처의 목재 및 목제품이 수출 가능하다.
원목, 수간, 껍질, 황삭 가공 목재 및 반제품 목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지 No.0076/MOIC DIMEX(MOIC, 2012)에 따라 자동적 수출
면허 대상에 해당된다. 조림목의 경우 특정 요건들이 있다. 결정안
41/PM 2014(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림목 수종 및 제재목(목록
참조)에 대해 수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POIC 에게 부여
하고 있다. 추가 통지1335/PSO DIMEX2014(PSO, 2014)는 결정안
41/PM2014에 열거된 수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통지 NO.1791 수정
안이다. 열거되지 않은 기타 수종의 경우, DIMEX 에 수출 신청을
할 수 있다[그림 6.2].

1. Oji Lao Plantation Forestry Ltd (LPFL)
Oji LPFL 사는 일본의 Oji Paper 사와 라오스 정부가 각각 85%, 15%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50,000ha의 조림지 조성을 위한 양허 협
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25,000ha를 조성하였다. LPFL사는 소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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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Bolikhamxay에서는 5,185명의
농민들이 5,002ha를 조성하였다. LPFL 사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아래와
같다:
1.1 Oji LPEF 사 개요
a. Oji LPFL사는 1999년 2월 10일 설립된 기존의 BGA Company
를 토대로 2005년 2월 28일 설립되었다.
b. 조림을 위해 양허 지역의 토지를 제공하고(15% 지분 소유), 일본
의 Oji Lao Plantation Holding Limited(PHL)은 모튼 투자금
을 제공(85% 지분)하는 합작 투자로 설립되었다.
c. 주요내영은 산업용 조림과 조림목의 가공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d. 프로젝트 지역은 토지 양허 협약에 따라 Bolikhamxay 그리고
Khammouan 주에 위치하며 전체 양허 면적은 50,000ha이며
양허 기간은 2049년까지 50년이다.
e. 지금까지 라오스 정부는 토지 양허권을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LPFL은 전체 23,827ha에 달하는 곳에 조림을 실시하였다.
1.2 사업 거래 관련 법적 문서
a. 1999년 2월 10일자 조림지 조성을 위한 토지 양허 계약서
b. 1999년 2월 10일자 합작 투자 계약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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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07년 9월 19일자 토지 양허 계약서 및 합작 투자 수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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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09년 7월 23일자 No.735/PLMA에 따른 조림지 조성을 위
한 국유지 양허 계약서 (26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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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012년 1월 27일자 Bolikhamxay & Khammouan 주 산업용
조림지를 위한 국유지 양허 계약서(22,415ha)
f. 투자기획부가 발급한 2014년 9월 14일자 양허 면허(대체 사본)
g. WREA가 발급한 2010년 5월 21일자 환경사회영향평가 인증서
No.1353/PM--WREA
h. 2014년 10월 16일자 제재소 운영 사업 면허 발급 No.09/IT-KM
i. 2012년 5월 3일자 기업 내부 규칙
j. 2014년 1월 27일자 노동 사회복지부 등록의 노동 관리 및 사용
관련 기업/공장 내부 규칙(2년마다 개정)
1.3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이행 상황
a. 투자
프로젝트에는 총 US$ 70,000,000 기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2015
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자본은 US$ 64,779,728이다.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다:
1) 등록 주식 자본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전체 금액은 US$ 54,079,728이다.
• LPH 주주 현금: US$ 45,967,769 (85%)
• 정부 지분(양허 지역) 전체 금액: US$ 8,111,959 (15%)
2) 2012년에서 2015년까지 LPH 지분을 통한 LPFL 차입자본금
은 US$ 10,700,000이다. LPFL 은 프로젝트 활동 운영에 해
당 차입금을 사용하였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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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와 LPH 에 대한 주식 배당은 이뤄지지
않는다.
b. 양허 지역
라오스 정부와 LPH 간의 합작 투자 계약서와 토지 양허 계약서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양허 지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다. 라오스
정부와 기업은 계약서 체결 이후 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 조사를 활발히 이행하였다.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정부는 전체 23,827ha의 토지를 양허하였다.
c. 목재 조림지
1) 양허 지역에서의 식재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재된 전체 면적은 23,827ha이며 이
중 14,697ha는 Khammouan 구에 나머지 9,130ha는 bolikhamxay
주에 위치해 있다.
2) 2+3 식재 방식을 통한 농민 확장
2015년 12월 31일까지, LPFL 사는 지역 주민에게 각각의 토지
구획에서의 수목 식재를 장려할 수 있다. 이리하여 전체 식재 면
적은 5,002ha로 5,185개 조림지에 달하였다. 2011년까지는 조성
된 면적상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은 조림지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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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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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식재 혹은 식재가 계절에 맞게 정확히 이행되지 않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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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4년 이후로 생장이 잘 이뤄진 곳은 49개
조림지로 전체 면적이 84ha에 달했으며 이를 조림지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목재가 수확되었다. LPFL사는 해당 조림지에 대한 투자 자본
을 100%, 즉 전체 금액 146,688,378 Kip을 회수하였다.
d. 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기여 기금
상업용 목재가공 산업을 위한 산업용 조림지와 더불어 LPFL사는
조림지 지역 주변의 마을 개발 특히 다음과 같은 인프라 시설 등의 개발
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였다. 학교 신축 기부금, 빌딩 및 마을로 가는 유
지 접근로, 마을 전력망을 위한 지원금, 마을 발전기금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 관정 굴착, 중력식 급수 배관 시스템 건설, 관개 둑, 보건 서
비스, 사원 복원 및 기타 개발 등. LPFL사는 마을 개발 지원 이외에도
또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마을 및 군으로의 기부금(홍수 및 폭풍), 오
피스 사무용품 지원 및 기타 등 군 및 주에 특별 기부를 이행하였다.
전체 금액은 11,585,379,543.33Kip 즉 US$ 1,448,172에 달한다.
e. 환경 사회 보호
LPFL사는 국가 환경청, 지방, 군 및 마을 당국과 협력하여 WREA
가 인증한 환경 사회 영향 평가(ESIA) &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
링 계획(ESMP)을 준수하는 등 규정, 규칙 및 법의 이행을 위해 프로
젝트 대상 지역에서의 환경 및 사회 보호를 위해 힘썼다. 중앙/주/
군 단위 관련 정부 당국은 또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이행하였다. LPFL사의 ESI팀은 조림지 주변 지역에 위치
한 대상 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관찰,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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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을 벌였다. ESI팀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LPFL사에 보
고하였으며 이는 3달 후 라오스 정부 관련 고위급 인사들에게 분기별
로 보고되었다.
f. 묘목 생산
LPFL 사는 조림지 대상 유칼립투스 표본/묘목 생산을 위한 자
체적 묘목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Khammouan 주 Hinboun 군 Songhong마을에 위치한 조직 배양실을 통해 신규 품종을 생산하는 등의
실험을 위한 실험실 역시 갖추고 있다.
1) LPFL 사의 2015년 식재 면적 축소에 따라 묘목장은 아카시
아 하이브리드 묘묙을 1,290,000본 생산하였다.
2) 각 지역에 산재한 많은 시범용 조림지(구획)이 있는데 원칙에 따
라 각 조림지에 대한 정기적 기록을 작성, 유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실험들이 이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수로 유지하기
위해, 현지 기후 조건 및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연구 및 개량
실험이 수행되었다. 기타 실험들로는 토지 개량, 서로 다른 방
법으로 부지 조성, 비료 유형 및 비료 응용법 등이 있다. 일반
적으로 실험들은 산업용 조림지를 생산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한 목표로 이행되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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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수확 및 판매 원목
1) 수확된 목재는 LPFL 사의 제재소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Yahao 사, Burapha 사로 판매 또는 베트남 및 태국으로 수
출되었으며 그 양은 대략 20,000톤에 달한다.
2) 국내 제재소 및 Buraphy 기업으로의 판매 및 베트남과 태국
으로의 수출량은 대략 1,000㎥이다.
3) 2015년까지 수확된 면적은 886ha 이며 2015년에는 223ha
(대부분은 양호하지 않은 조림지역)가 화재 및 홍수 등의 피
해를 입었다. 그 중 약 50%만이 재 식재되었으며 나머지 50%
지역에 대해서는 조림사업이 이행되었다.
1.4 과거 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교훈
a. 편리성
1) Oji LPFL 사는 라오스 정부와의 합작 투자 기업으로 정부는
프로젝트에 조림용지를 공급한다.
2) Oji LPFL 사는 Oji Holdings Corporation 및 일본 내 기타
13개 기업 등으로 구성된 주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
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들이다. 즉 안정된 재무현황을
가진 14개 일본 기업이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
3) 라오스 정부와 LPFL 간의 합작 투자사로 프로젝트 운영을 위
한 법적 수단으로는 양 당사자 간에 채결한 조림지 조성을 위
한 양허 계약서 및 추가 계약서 등이 있다.
4) 경영진 이사회와 임직원들은 라오스의 정책, 규칙 및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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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5) Oji LPFL 사는 마을 기반시설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
으며 라오스 정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조림지 인근 마
을 주민들 사이에서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조림지 보호뿐 아니라 노동력 제공 측면에서도 LPFL 사와 좋
은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b. 제약요인
편리함 이외에도 목표 달성실패를 가져온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한
바 있다.
1) LPFL 사는 라오스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년에서
부터 2004년까지 프로젝트를 이행하였으나 오직 1,600ha 만
조림지 조성에 활용되었다. 이는 투자 자본의 부족 즉 투자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결과로 양허 토지가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했
기 때문이다.
2) 2005년 이후로 LPFL 사는 투자 자본을 확충하여 프로젝트를
빠르게 확장시켰으나 여전히 숙련 기술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
이다. 인력을 확보하여 지식 및 기술을 숙련, 습득시키고
LPFL 사의 업무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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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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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PFL 사는 2016부터 상업용 사업을 위한 수확을 계획하고
있다. 조림지에서의 목재 및 제재목의 시범 수확 및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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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한 결과, 승인을 득하기 위한 너무 많은 절차들, 다
소 긴 문서화 과정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서비스 수수료가 너무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조림지 목재 수확 절차가 복잡하면
서도, 시간 소모가 크며 높은 지출을 요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상업용 목적의 식재 투자 사업이 수익성이 없음을 의미
한다.
c. 현안 문제 및 해결책
지금까지 파악된 현안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1) 전체 획득한 토지 면적은 계약서에 명시된 50,000ha 가 아니
다. 정부와 LPFL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주주들
에게 설명하기 위해 논의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다른 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몇몇 지역에서 획득한 토지 구획은 상업적 목적의 산업용 수
종을 식재하기 적합하지 않다. LPFL 사는 재래종과 같은 적
절한 수종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에게 다시 해
당 토지 구획을 반환할 수 있다.
3) 2+3 방식의 농민 확대 방식은 아직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잘 계획해야 한다. 2+3
체계의 농민 확대 방식을 LPFL 사가 전체 투자 기금을 농민
에게 제공하는 등 제품 배당 계약 농법 등으로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 정부 당국과 LPFL 사의 조율 및 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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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협업 팀 내 특정 몇몇 인사만이 회사의 운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고위급 정부 인사는 그렇지 못한데, 이는
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이
해도 증진을 위해서는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율 및 보고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리더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프로젝트 이행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1.5 제안
a. 양허 토지 제공
Khammouan 및 Bolikhamxay에 제공된 양허 토지는 본래 목표
인 50,000ha 미만이다. 따라서 우리는 1999년 2월 10일자의 양허 계
약서 및 합작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래 약속된 목표 면적
을 확보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에게 다른 주에서 대체지를 찾아
보도록 제안하였다.
b. 각 작업 과정에서의 절차 및 비용
수목 식재, 조림목 수확, 목재 가공, 수목 및 원목 수출과 식재된 목제품
등은 국가 규정 및 법에 따라 적절히 규제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차원에서 또는 몇몇 기술직 인원들은 아래와 같이 통일된 작업 방
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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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의 국내 운송: LPFA 사는 정부에 다음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 조림목의 생산량의 산출은 조림지 소유주가 규정한 산출 단위를 바탕
으로 한다(㎥ 혹은 톤)
• 목재-원목 표시에 있어 시간 낭비 방지(톤 단위의 경우 목재 목록이
없음)
• 목재-원목 운송에 대한 허가서 발급은 동일 조림지 혹은 동일한
목적지를 가진 프로젝트 현장을 참조하여 한번만 이뤄진다. 예를 들어
- 국내 판매: LPFL 사가 Lao-Loan 지역 내 조림지에서 수확한 원
목 1,000㎥을 목재 가공 공장에 판매하는 경우 모니터링은 어떻
게 관리되나? 이는 고위급 인사(산업 부문 혹은 상업 부문?)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데이터 정보의 법적 증거로서의 화물 수령
증명서 혹은 지급 전표 등을 사용하여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 해외 시장 판매를 위한 수출: 예를 들어, LPFL 사는 SR 에 위치한
목재 가공 공장에 전체 1,000㎥의 목재를 수출하였다. 수출 선적
문서는 한번만 작성되었다. 관련 당사자들은 수출항에서 후속 조
치를 위해 배정되었다(지정된 항을 통해서만 수출됨).
- 제재 허가: 공장 조림 원목의 경우, 제재 허가를 밟을 필요가 없다.
생산 데이터의 경우, 관련국이 판매량을 통해 취득
c. 조림 목에 대한 수익세 납부관련 재무부(MoF) 요청
1999년 2월 10일 체결한 조림지 조성을 위한 토지 양허 계약서
를 바탕으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LPFL사의 조림목 과세에 대해
상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허는 공제되어야 하며 다음의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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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4년간의 세금 면제(면제기간) 만료 이후 (첫 수확년도 이
후) 납부할 수익세율은 아래와 같다.
• 2016~2019년, 수익세 면제
• 2020~2031년, 세제 면제 기간 만료 이후 12년 동안은 순소득에
대해 10% 고정세율
• 2032~2043년, 그 이후 12년간은 순소득에 대해 15% 고정세율
• 2044년부터, 순소득에 대해 20% 고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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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목재 조림지 생산 목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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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LIM Lao CO. Ltd
ILLIM Lao CO., Ltd사는 Sekong주 Dakcheung군 Tongseing마을
에 150개 조림지를 조성하기 위한 양허계약서를 체결하였다. ILLIM
Lao CO., Ltd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ILLIM Lao CO., Ltd 정보
a. ILLIM Lao CO., Ltd사는 2014년 6월 12일에 설립되었다.
b. 투자 유형은 한국의 ILLIM CO., Ltd사와 ILLIM Lao CO.,
Ltd.사 간의 공동 사업 투자이다.
c. 내수 및 수출용 상업 목재 생산을 위한 산업 식재 관련 사업 운영
d. 프로젝트 지역은 토지 양허 계약서에 따라 Sekong주 Dakcheung군
Tongseing마을에 위치하며 전체 양허 토지 면적은 150ha, 양허
기간은 2014년 5월 13일부터 2056년 5월 13일까지 40년이다.
e. 전체 투자자금은 US$ 1,000,000 이며 등록 자금은 US$
600,000이다.
2. 사업 거래 관련 법적 문서
a. 2014년 6월 19일자 조림지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권
b. 2014년 6월 27일자 사업 면허 no.177
c. 2014년 6월 12일자 투자 허가서 no.66/SK
d. 농림 운영 허가서 no. 880/SK. PAFO, 2014.
e. 2014년 6월 23일자 Sekong 환경 및 천연자원 사무소 승인의
환경증명서 no.058/SK. PO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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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EE 보고서 작성 및 Sekong 환경 및 천연자원 사무소 제출
3. 프로젝트 이행 계획
ILLIM Lao CO., Ltd는 Sekong주 Dakcheung군 Tongseing마을에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아래의 계획에 따라 150ha의 Pinus
Merkussii 조림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6.1> ILLIM Lao CO., Ltd의 조림지 조성계획
활동
식재 및
조림지 유지(ha)
예상 목재
생산량(㎥)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10

30

30

30

50

2024~29 2034~39 2044~49
1차 간벌 2차 간벌
6,000

12,000

수확
45,000

ILLIM Lao CO., Ltd는 2014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150ha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약 249,000본의 묘목이 요구된다. 묘목 생산을 위해
ILLIM Lao CO., Ltd는 Tongseing마을의 주민들에게 묘목 생산을 장
려할 계획이며 시장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묘목을 구매할 예정이다.
ILLIM Lao CO., Ltd과 산림 관리인들은 임시 묘목장 설립, 종자 수집,
종자 처리, 종자 생육 기술, 토양 배합, 식재 및 유지 등 종자 생산을
위한 각각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마을 주민을 교육하는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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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산업용 조림지 관련 법적 수단 및 문서 목록
법적 수단
계약 및 불법행위법 2008 No. 01/NA
투자 증진법 2009 No. 02/NA
토지법 2003 No. 04/NA

관련 부처
(Ministry)
MPI
MONRE

환경보호법 2012 No. 29/NA
기업법 2013 No. 46/NA
지방 행정법 2013 No. 47/NA

MONRE
MOIC

운송법 2012 No. 24/2012 NA
토지 교통법 2000 No. 02/NA
서비스 수수료 및 부과금 법령 2012 No. 003/PO

MPWT
MPWT

광석광물 탐사 및 연구, 고무 및 유칼립투스 조림지 2013 관련 명령
No. 13/PM
투자증진법이행 법령 2011 No. 119/PM

관련 국
(Department)

MPI

국유지 임대 혹은 양허 법령 2009 No. 135/PM
개발 프로젝트 보상 및 재정착 법령 2005 No. 192/PM
토지법 이행 법령 2005 No. 88/PM
산업용 조림지 및 환경보호 법령 2003 No. 96/PM
양허 임대 법규 2009 No. 02/PM
목재 및 NTFP 판매 수익확보 관리 명령 2014 No. 57/PM
산림 경영 강화, 보호 및 산림 경영 조율과 산림 사업 명령 2008
No. 17/PM
산림 경영 강화, 보호 및 산림 경영 조율과 산림 사업 명령 2016
No. 15/PM
2012년 1월 25일~26일 개최한 산림경영, 산림점검 및 산림 사업에
대한 국가 산림 컨퍼런스 회의록 채택 결정안 No.32/PM
초기 환경 조사 또는 환경 영향 평가 이행 요건의 투자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승인 및 공표 결정안 2013 No. 8056/MONRE
체인톱 수입, 관리 및 이용 절차 결정안 2012 No. 0080/MAF
목재, 등나무, 대나무 산업 공정 공장(공정 제조) 결정안 2007
No. 0221/MOIC
통나무, 근주, 나무옹이, 통나무 품질 등급 측청 절차 결정안 2007
No.1116/MAF

MONREA
MAF
MOIC
MAF

D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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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Ministry)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세금 산출 지시 2009 No.0509/MF
MOF
토지 권리 소유권 발급을 위한 토지 점유권 판결 지시 No.0564/NLMA MONRE
법적 수단

수목 식재 구획(parcel) 등록 지침 No.1849/MAF
투자프로젝트 및 활동 초기 환경조사 지시 No.8029/MONRE
투자프로젝트 및 활동 환경사회영향평가 지시 No.8030/MONRE
식재림 벌목 및 수출 면허, 조림지 등록, 목재 가공 공장 원자재 공급원
으로서의 식재 투자 관련 지시 2003 No.115/MAF
2014~2015, 2015~2016년 목재 사용료에 대한 지시 2015
No. 3211/MOF
목재 식재 구획(parcel) 등록 신청 및 생장 식재 인증서 통지 2010
No.1374/MCAF
목재 및 임산물 수출입 면허 발급 절차 통지 2011 No.1904/MOIC.DIMEX
(또는 1940) 2011
수익 징수 목적의 목재 수출 관리에 대한 장관 가이드 이행에 대한 가이
드 통지 No.0094/SA
검사소 - 검문소 취소 2011 통지 No.1179/SS
법 및 규정에 따른 목재 운송 수단, 목재 채취 기계류 및 목재 가공 기계
류 관리 통지 No.1440/MOIC.DIMEX
내수 및 수출용 목재, 목제품, 비목제품 관리 및 운송 2009 통지
No.1601 MOIC.DIMEX

관련 국
(Department)
DoF
NLMA

MAF
MONRE
MONRE

DOF

MAF

DOF

MOF
DOF
MOIC

DIMEX

MOF

SA

MOIC

DIMEX

MOIC

DIMEX

MOIC

DIMEX
DOF

장기 조림지 조성 및 증진 규정 2000 No.0196/MAF

MAF

DOF

목재 조림지 목재 구매 및 판매 규정 2008 NO.1862/MOIC

MOIC

장기 조림지 조성 및 증진 규정 2000 No.0196/MAF

MAF

상공부의 물품이동허가증 발급 취소 통지 No.2215/MIC
산업용 수목 및 NTFP 투자 타당성 조사 수립 지시 No.1643/DOF 2007
개발 프로젝트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재 정착령 2005
192/PM 이행을 위한 규정 No.2432/STEA

주 단위 산림점검사무소 과업지지서 협의서 2010 No.0141/MAF

MAF

DOFI

산림점검국(DOFI) 과업지지서 협의서 2012 No.1984/MAF

MAF

DOFI

MAF

DOFI

MAF
MPWT

DOF
DPWT

군 산림점검사무소 과업 지시서 협의서 2013 No. 1987/MAF
2008년 2월 14일 협약 No.0019/MAF 2008, No. 2139/2008 MPWT
가이드라인 2010 No. 0032/MAF

MAF

목재 및 NTFP 판매 수익 확보 관리 가이드라인 2009 No.0092/MOF

M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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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수단
2008년 9월 22일자 총리령 No.17/PM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
No.0105/MAF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2006 No.2156/MAF
2치 토장지에서의 임목, 인프라 지역 및 보호림으로부터의 목재 및 기타
임산물 구매를 위한 입찰 규정 가이드라인 No.2297/MOF
생산림 목재 수확 가이드라인 No.2157/DOF
벌목지역에서 목재 토장으로의 운송 관리 가이드라인 No.0962/MAF
2012~2013 목재 조림지, 산림 조림지 계획 및 목재 벌목, NTFP 수
확 계획 승인 제안서 2012 No.0133/MAF

관련 부처
(Ministry)

관련 국
(Department)

MAF

DOF

MAF

DOF

MOF

MAF

DOF
DF
PA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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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조항

기타 규정

요약

정부는 산림과 임야를 주,
Vientiane Capital 행정 당국에
할당하며 이들은 각각 군 혹은
특별도시 행정 당국에 다시 배정
하며 군 혹은 특별도시 행정 당
국은 다시 촌의 행정 당국이 산
림 및 임야를 할당한다.

지방 행정은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며 자원의 관리 및 사
용을 위한 규정 및 지시사항들을
발표할 수 있다.

임지는 관리 목적으로 MAF에 할당
MONRE는 NA의 승인을 득하여
된다. 산림이 포함된 모든 토지가
관리청에 토지유형을 할당한다.
MFA에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

산업용 조림지 - 공급망 프로세스에 따른 법적 근거

토지법 2003 No. 04/NA
제9조 토지 경영: 국가는 중앙집권식의 통일된 방식으로 국토를 관리한다. 정부
는 관리 책임을 본법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토지관리청에 배정하
며 관련 부처(sector) 및 지방 행정부와 조율한다. 또한 정부는 농림부, 산업
및 수공예부, 통신, 운송, 체신, 건설부, 정보 문화부, 국방부, 안보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토지 사용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제11조 토지 지역 분류 및 지목
제17조 농경지 사용 권 범위 결정
국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 지역에 따라 효과적 방식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할
당 계획과 목표에 의거하여 개인 및 가구에 농경지 사용을 허용한다: 산업용
제4조 산림 및 임야
조림지 및 생장 작물을 위한 토지 사용의 경우, 최대 면적은 가구별 노동인구
산림 및 토지 할당
소유권
당 3ha;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토지에 대해 규정된 면적 이상의 면적으로 농
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국가로부터 임대 혹은 양허권을 신청할 수 있
다.
지방 행정법2003 No. 47/NA
제2조 지방 행정
지방 행정이란 지방 차원의 국가 행정을 말한다.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지방
행정은 주 단위, 군 단위, 촌 단위의 3 단위 지방 행정이 존재한다.
주 단위의 경우, 주, 도시, 필요한 경우, 특별 구역이 포함된다;
군 단위의 경우, 군, 특별 도시를 포함한다.
촌 단위의 경우 촌(마을)이 있다.

공급사슬 프로세스
계획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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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토지 지목 전환
권한

공급사슬 프로세스

책임

요약

토지법 2003 No. 04/NA
제14조: 토지 지목의 수정은 천연 혹은 사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토 토지 관리 당국은 토지 유형의
토지 지목은 전환 가능하다
지를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관련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 당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타 규정

제9조 산림범주
제56조 임야 범주

산림 관리 강화, 산림 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관련 령 2008 No. 17/PM
제2조 MAF는 2010년 보전산림지역(중앙 및 지방), 보호산림지역(중앙 및 지방),
MAF과 NLMA는 산림 범주 연구
생산산림지역으로 분류된 3가지 산림 유형에 대한 연구 재이행, 경계획정, 표
및 경계획정에 협업한다.
지판 설립 등과 관련하여 국가토지관리청, 관련 부처 및 기관, 지방당국 등과
협력한다.

임야는 보존 및 개발 목적을 위해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3개 임야
는 재생 임야, 건조 임야, 척악임지,
민둥 임지 및 촌 사용 임지 등을 포
함한다.

산림법 2003 No. 04/NA 3
제20조. 임야 관리: MAF는 임야 관리, 임야 범주 결정, 임야 관리, 보호, 개발 농림부는 임야 관리 및 임야 범 농림부는 임야 관리 및 임야 범주
및 사용,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 연구 및 수립 등의 책임을 가지며 상기 사항을 주 결정의 책임을 가진다.
결정의 책임을 가진다.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DLMA 및 관련 부처 제안에
따른 DAA < 3ha
제4조 산림 및 임야
• PLMA 및 관련 부처 제안에 따
토지법 2005 이행 관련령 No. 88/PM
소유권
른 PAA 3~100ha
제19조: 토지 지목 변경
• 지방 정부 당국과의 합의 아래,
국가는 국가 안보, 환경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가정 하에 국가의
토지 지목은 전환 가능하다.
NLMA 및 관련 부처의 제안에 따
사회 경제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른 GOL 100~10,000ha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회 승인 하에 NLMA, 관련 부
처 및 지방 행정 당국의 제안에
따른 NA > 10,000ha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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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임야 범주

정부

조림지 대상지
파악을 위한 토지
조사

산림 범주 전환 불가

책임

요약

농림부는 지방 당국 및 기타 관
련 부처와 함께 수목 식재를 위
조림지 지역은 연구 및 지정 된다.
한 조사를 이행하고 대상지를 지
정한다.

척악임지
• <150ha PAFO의 승인을 득한
PLMA
• >150ha, <15,000ha DOF의 동의,
NA 승인을 득한 NLMA
• >15,000ha NA
민둥 나지
• <500ha PAFO의 승인 및 DOF
의 동의, NA 승인을 득한
PLMA>30,000ha NA

산림 재생, 식재, 산업용 조림지 및
NTFP를 위한 양허 및 임대는 척악
임지 혹은 민둥임지에 대해서만 허
용된다.
척악임지 및 민둥임지에 대한 임야
범주 변경을 승인하는 당국의 범위
가 규정되어 있다.

2012년 1월25일-26일 산림경영, 산림점검 및 산림 사업에 대한 국가산림 컨퍼
런스 회의록 채택 관련 결정안 No.32/PM
MAF와 MONRE는 토지 사용 변
산림 범주 변경은 금지되어 있다.
제2.2조 산림 범주 변경은 금지된다.
경 신청서를 검토한다.
제5.4조 MAF와 MONRE는 토지 사용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다.

상업용 수목 식재 및 환경보호 관련 법령 2003 No.96/PM
제2조 농림부는 지방 당국 및 기타 부처와 함께 산림법 제36조에 명시된 대로
척악임지, 나지 및 공한지, 휴한지, 습지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수목 조림
및 재조림을 위한 대상지 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야는 보존 및 개발 목적을 위해
PAFO 와 DLPD 는 3가지 산림
총리령 2008 No.17/PM 이행관련 가이드라인 No. 0105/MAF
3개 범주로 분류되며 오직 생산림
범주에 대해 연구하고 경계획정
에서만 목재 수확이 허용된다. 단,
제2조: PAFO 와 DLPD 는 3가지 산림 범주에 대해 연구하고 경계획정을 한다.
을 한다.
산림 범주는 전환가능하다.

기타 규정

국유지 임대 및 양허 법령 2009 No.135/PM
Part III, Section 1. 농업 사업 및 수목 조림을 위한 국유지 양허. 산업용 조림지,
현금 작물 및 NTFPs 를 위해 양허된 국유지는 황무지 혹은 황폐지, 자연적으
산업용 조림지 및 제70조 임야 전환
로 재생될 수 없는 척악임지 에서 이뤄지며 산림법 제69조에 의거하여 국가
국유지 양허는 정부 제69조 사업 운영을
가 할당한다(2007년 수정안).
승인 필요
위한 임야 활용
양허는 교외 및 농촌 지역에 대해서만 허여된다.
제28조: 농업 및 조림 목적의 척악임지 양허 승인
제29조: 농업 및 조림 목적의 민둥임지 양허 승인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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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프로세스

조림지 개발 요건

임시양허 승인금지

프로젝트 승인

책임

요약

조림지 투자자는 사회 경제 연구
를 수립해야 한다.
제안서는 투자 위원회에 제출된다.
사회 경제 조사는 5ha 이상의 모든
투자 위원회는 투자 면허를 발급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된다.
한다.
MAF는 농업 및 산림 산업 면허
를 발급한다.

투자자는 사회 경제 적합성 조사
를 실시한다.
투자자는 사회 경제 영향 평가
사회 경제 조사는 5ha 이상의 모든
조사를 실시한다.
프로젝트에 대해 요구된다.
투자자는 운영 활동 계획서를 수
립한다.
MAF는 조사를 인증한다.

광석 광물 채취 관련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연구, 고무 및 유칼립투스 농장에 양허 혹은 임대는 정부 승인을
대한 심의 및 승인 임시 중단 관련 명령 2013 No.13/PM
득하여야 한다.

기타 규정

국유지 임대 혹은 양허 법령 2009 No.135/PM
제27조
1. 토지, 날씨, 고도, 강우량, 수자원, 토지 사용권, 현지 노동력 등의 적합성 및
사회 경제 데이터 조사, 산림 및 산림 자원 조사 및 기타 필요 업무;
2. 산림 및 임야 관리청과 관련 부처가 인증한 사업 타당성 조사;
3. 관련 부처의 인증을 통한 적절한 해결 대책 등을 포함하는 사회 환경 영향
평가;
4. 수자원 및 환경보호, 토지 개간, 마을 기반시설 개발, 생산 과정에서의 공공
제74조 임야 임대
참여 증대, 적정 기술사용, 이익 분배 등의 운영 계획;
혹은 양허
장기 조림지 개발 및 증진 관련 규정 2000 No.0196/MAF
제4조. 기술, 사회 경제 데이터 연구 및 분석
5ha 이상의 조림지는 데이터 연구, 기술 및 사회경제 분석 대상이다.
7.1 외국인 투자 증진 및 관리법에 따라 사전 단계에서 투자관리 및 대외협력
담당 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7조. 식재를 위한 외국인 투자 적용
7.3 투자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관리 및 대외협력 담당 위원회에 타당성 조사
결과, 기술 경제 분석, 관리 계획 및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한다.

제76조 민둥임지 임
대 혹은 양허 승인
범위

제75조 척악임지 임
대 혹은 양허 승인
범위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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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책임

국유지 임대 및 양허 법령 2009 No.135/PM
Article 11

개발 프로젝트 보상 및 재정착 법령 2005 No.192/PM

ESIA 일반 조항

타당성 조사 요함

요약

EISA는 ‘관련 부처’에서 승인한
환경사회영향평가
다.

투자자는 개발 프로젝트로 영향
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 환경사회영향평가
한다.

7.4. 정부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투자 관리 위원회가 첫째로 투자 면허를 발급
하며 그 이후 MAF가 농업 및 산림 산업을 위한 면허를 발급한다.
산업용 수목 및 NTFP 투자 타당성 조사 수립 지시사항 2007 No.1643/DOF
모든 조항
명시되지 않음
산업용 조림지 타당성 조사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보호법 2012 No.29/NA

투자프로젝트 및 활동 환경사회영향평가 지시 No.8030/MONRE 2013

프로젝트 소유주는 ESIA를 수행
한다.
환경사회영향평가
프로젝트 소유주는 ESIA를
MONRE에 제출한다.

IEE 를 작성해야 한다.
초기환경조사 혹은 환경영향평가를 요하는 투자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승인 및 200ha 이상의 조림지 프로젝트
환경사회영향평가
제정 결정안 2013 No.8056/MONRE
EIA를 작성해야 한다.
MONRE의 DESIA는 협약서를 이
행한다.

투자자는 개발 프로젝트로 영향
개발 프로젝트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령 2005 192/PM 이행
을 받는 사람들 에게 보상을 제 환경사회영향평가
을 위한 규정 No.2432/STEA
공한다.
제74조 임야 임대
혹은 양허
20-200ha의 조림지 프로젝트는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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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조항

제74조 임야 임대
혹은 양허

공급사슬 프로세스

조림지 양허 승인

MPI는 투자 면허를 발급한다.

기업 등록

MOIC 기업 등록 증명서를 발급
기업 등록
한다.

<100ha: 군 주지사는 DAFO 추
천서에 따라 승인한다.
101~500ha 주 주지사,
Vientiane 특별시 시장 및 특별
구역 주지사는 PAFO 추천에 따
장기조림지 개발 및 증진 규정 2000 No.0196/MAF
라 승인한다.
승인은 프로젝트 규모와 소유권에
제6조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 토지상의 식재
501~1,000ha: 농림부는 주, 주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장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지상에 식재를 원하는 개인 혹은 국내 기업은 관
주지사, Vientiane 특별시 시장
부여된다.
련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혹은 특별구역 주지사의 동의하
에, Vientiane 특별시 및 특별구
역 농림사무소의 추천에 따라 승
인한다.
>1,000ha:정부는 농림부 추천에
따라 승인한다.

투자증진이행법령 2011 No.119/PM

MPI는 투자 면허를 발급한다.

투자증진법 2009 No.02/NA
기업법 2013 No.46/NA
제12조 및 제13조 기업 등록,
제32, 33, 34조 파트너십 기업,
제78, 79, 81 조, 회사, 제 86조 및 92조 유한회사,
제191, 192 그리고 193 조 국영회사, 그리고
제224 조 합작(국영-비국영)회사

투자 면허

MONRE는 환경 인증서를 발급
환경영향평가 요함
한다.

환경보호법 2012 No.29/NA
환경 인증서

요약

투자프로젝트 및 활동 초기 환경조사 지시 No.8029/MONRE

책임
프로젝트 소유주는 IEE를 수행할
환경사회영향평가
책임이 있다.

기타 규정

178

조림지 등록

조림지 조성

토지 권리 소유권 발급을 위한 토지 점유권 판결 지시 No.0564/NLMA

기타 규정

제35조 수목 및 NTFP
장기 조림지 개발 및 증진 규정 No. 0196/MAF
조림지 증진
제12조 식재 구획 등록

장기 조림지 개발 및 증진 규정 No. 0196/MAF
제3조 식재 시스템
제36조 수목 및 NTFP
제8조 수목 종자 수출입
조림지 활동 관리
제9조 표본/묘목 생산 및 운송
제10조 식재 활동
제11조 개간 및 가치지기

서비스 수수료 및 부과금 법령 2012 No.003/PO

양허 임대 법령 2009 No,02/PO

국유지 임대 및 양허 법령 2009 No.135/PM

제74조 임야 임대
혹은 양허
장기 조림지 개발 및 증진 관련 규정 2000 No.0196/MAF
제45조 산림 내 사 제7.4조
업 운영

산림법 조항

제74조 임야 임대 혹
임대 및 양허 수수료 은 양허

공급사슬 프로세스

책임

요약

프로젝트 소유주는 조림지 등록
인증서를 신청한다.
조림지는 등록대상이다
PAFO는 신청서를 심의 승인한다.

프로젝트 소유주는 조림지 조성 조림지 조성 요건은 규정에 명시되
을 이행한다.
어 있다.

명시되지 않음

각 프로젝트 활동 유형 별로 수수
료가 명시되어 있다.
신청인은 양허 승인 절차 관련 양허 및 임대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다.

프로젝트 소유주는 양허 수수료
를 납부한다.
양허 및 임대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NLMA는 수수료를 평가한다.
한다.
NLMA는 수수료를 수납하여 국
고에 제출한다.

정부의 승인을 득하고 투자 면허
가 발급되면, 투자 소유주는 임
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MONRE 는 프로젝트 지역의 토
토지사용지도
지사용 지도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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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확 계획

할당량(quota)

공급사슬 프로세스

제18조 벌목 조사

산림법 조항

기타 규정

책임

요약

목재 식재 구획(parcel) 등록 신청 및 생장 식재 인증서 2010 통지
No.1374/MCAF
모든 조항

2008년 9월 22일자 총리령 No.17/PM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 No.0105/MAF
제3.2조 목재 채취 및 NTFP 수집
PAFO는 매년 수확 대상 면적을 수확은 조림지 관리 계획에 따라
3.2.3. 조림지 목재는 반드시 등록 혹은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주 혹은 수도 조사한다.
이행되어야 한다.
도시의 연간 계획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림지는 연례 수확 계획에 포함되
어야 한다.

프로젝트 소유주는 조림지 등록
인증서를 신청한다.
< 5 ha의 경우 DAFO가 인증서
를 승인한다.
수확을 위해서 조림지는 등록되어
> 5ha의 경우 PAFO가 DAFO 추 야 한다.
천을 바탕으로 승인한다. 산별
식재의 경우, 촌장이 DAFO 승인
하에 인증서를 발급 승인한다.

수목 식재 구획(parcel) 등록 지침 No.1849/MAF
모든 조항

산림관리 강화, 산림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령 2008 No.17/PM
6.. MAF는 조림목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 특히 개인의 조림지의 조사 및 등록,
수확 규정, 조림목 연간 벌목 계획 수립 등을 관할한다.

프로젝트 소유주는 조림지 등록
인증서를 신청한다.
조림지 수확 및 세금 면제를 위해
< 5 ha의 경우 DAFO가 인증서
서는 조림지를 등록해야 한다.
를 승인한다.
> 5ha의 경우 PAFO가 승인한다.

식재림 벌목 및 수출 면허, 조림지 등록, 목재 가공 공장 원자재 공급원으로서의
PAFO 는 조림지를 조사하고 등
식재 투자 관련 지시 2003 No.115/MAF
조림지는 등록대상이다.
록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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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목 조사

제18조 벌목 조사

할당량 신청 통합

할당량 신청 심의

벌목 허가증

수확

특별 할당 승인

제48조 조림목 벌목

제18조 벌목 조사

할당량 승인 및 주별
제18조 벌목 조사
할당

산림법 조항

공급사슬 프로세스

책임

PAFO는 매년 수확 대상 면적을
요약한다.
DOF는 주로부터 신청서를 통합
한다.

MAF는 주에게 연간 수확 할당량
을 배분한다.

예) 조림지 목재는 벌목의 연간 할
당량에 포함된다.

요약

장기 조림지 개발 및 증진 규정 No. 0196/MAF
제14조 조림목 벌목 및 운송
수확 대상 조림지는 의무 등록 대
DAFO는 수확을 승인하는 동시
1. 조림지 관리 계획에 따라 벌목 기간에 따라 이행되는 상업용 조림목 벌목 및
상이다. 조림지 수확은 조림지 관리
에 PAFO에 통지한다.
운송, 산재 식재 시스템 하에 식재된 조림목 벌목의 경우, DAFO가 수확을 승
계획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인하나 PAFO에 통지한다.

예:
2012~2013 목재 조림지, 산림 조림지 계획 및 목재 벌목, NTFP 수확 계획 승
인 제안서 No.0133/MAF 2012
2.1 조림목 및 산업용 식물에 대한 개간 지역 및 인프라 건설 지역에는 64,273
㎥의 목재가 있다

생산림 목재 수확 가이드라인 No.2157/DOF
Part V 제4조 할당량 할당 및 수확 허가증

산림관리 강화, 산림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령 2008 No.17/PM
제4.3조. MOIC는 목재 수목 수요, NWPIA 회원인 목재 가공 공장 수 등을 통합 MOIC는 연간 목재 공급 수요량
하도록 국가 목재 가공 산업 협회에 안내서를 제공, 장려하며 추가 통 과 관련하여 목재 가공 산업과
합을 위해 MOIC에 제출하고 정부 심의를 위한 제출 이전에 연간 벌목 협의한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MAF와 협력한다.

장관 명령 2008 No.17/PM 이행관련 가이드라인 No.0105/MAF
제3.2.1조. PAFO는 매년 목재 채취 및 NTFP 수치를 요약한다.

DOF는 주로부터 신청서를 통합
산림 관리 강화, 산림 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 명령 2008 NO.17/PM
한다.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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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벌목 계약업체는 MOIC에 등록되
벌목과
어야 한다.

책임

요약

법 및 규정에 따른 목재 운송 수단, 목재 채취 기계류 및 목재 가공 기계류 관리 MOIC 그리고 MAF 는 기계류 수 본 통지는 명령 No.17/PM 2008에
통지 No.1440/MOIC.DIMEX
입에 합의한다.
대한 답변으로 이뤄짐

MAF는 기계 수입을 승인한다.
주 MPWT는 운송수단을 등록한 수입 기계류 승인
다.

수입 기계류 승인

MOIC는 벌목을 위한 기계류 수
입에 있어 POIC에 특별 지시사
수입 기계류 승인
항을 발행한다 .
농림부의 승인 요

2008년 9월 22일자 총리령 No.17/PM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 No.0105/MAF
3.3 조림지, 산림 복원 및 NTFP 채취를 위한 연례 계획 이행
PAFO 는 목재 수확과
3.3.3. PAFO는 목재 채취 및 벌목 야적장 II목재 수집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기 (harvesting units)를 관리한다.
위해 MAF 승인을 거쳐 설립된 목재 수확과의 목재 채취를 관리한다.

기업법 2013 No.46/NA
제12조 및 제13조 기업 등록,
제32, 33, 34조 파트너십 기업,
제78, 79, 81조, 회사, 제86조 및 92조 유한회사,
제191, 192, 193조 국영회사, 그리고
제224조 합작(국영-비국영)회사

산림관리 강화, 산림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령 2008 No.17/PM
제20.5조 관련 당국의 승인 없이는 벌목 혹은 가공 기계류를 수입, 판매, 소유할
수 없다. 불법 사용을 목적으로 숨기는 경우, 압수처리 되며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제20조 벌목, 가공, 2008년 9월 22일자 총리령 No.17/PM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 No.0105/MAF
원목 운반 및 운송 제10조. DOF는 목재, 근주, 수간, 가공 목재 및 목제품 운송, 목재 채취 및 운송
을 위한 운송수단 수단의 수입, 등록 및 사용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MAF와 MPWT간의 공동
협약서 2008년 2월 14일자 no.0019/MAF 및 No.2139/MPWT를 준수하여,
및 기계류 관리
관련 부처와 협력한다.
원목, 제재목, 근주, 옹이/목재 혹(gall) 및 목제품의 운송에 대한 토목 및 운송 장
관과 농림부 장관 간의 협의서 No.0019 MAF 및 No.2139/MOCT
제3조 목재 수확 및 운송 목적의 운송수단 수입, 등록 및 사용

제55조 벌목과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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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목록

수확 후 모니터링

원목 운반/스키딩

공급사슬 프로세스

PAFO는 체인톱 수입을 승인한
다.
PAFO는 체인톱을 등록하며 체 수입 기계류 승인
인톱 사용에 대해 DAF에게 통
지한다.

체인톱 수입, 관리 및 이용 절차 결정안 2012 No.0080/MAF
모든 조항

제21조 측정 및 품질 통나무, 근주, 나무 옹이, 통나무 품질 등급 측청 절차 결정안 2007
등급
No.1116/MAF
PAFO 는 결정안을 이행한다.
모든 조항

조림지 원목의 중량을 측정 한다.
검량(scaling) 및 품등규격은 조림지
소유주 책임이다.

임시 전환이 허용된 토지는 본래의
범주로 다시 전환되어야 한다.

목재 수확 및 운반은 매년 5월 31
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MOIC는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
다.
POIC는 기계류의 소유 및 사용
을 모니터링 한다.

요약

책임

기타 규정
1. 목재 추출 이동수단, 기계류의 수입 및 사용은 MAF에서 먼저 합의를 득한 후
MOIC(수출입부)가 수입 허가를 발급한다.
2. POIC는 모든 종류의 목재가공기계의 배분, 상기 장비의 소유 및 이용 등을
2007년 2월 13일자 목재, 등나무, 대나무 가공 산업 공장 관련 결정안
NO.1140/MOIC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할 권리를 가진다.
3. POIC는 목재 운반 수단, 목재 추출 기계, 모든 종류의 장비 혹은 본 통지 이
전에 수입된 기존 벌목 기계류 등의 검사 및 등록에 있어 관련 당국과 협력
하나 관련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상세 목록은 없다.

산림관리 강화, 산림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령 2008 No.17/PM
11) MAF는 지방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장 I로의 운반 및 토장 I에서 토
제45조 산림 내 사업
장 II로의 운송 등 벌목 계획이행을 감독한다. 상기 계획은 매년 5월 31일
MAF는 목재 운반을 감독한다.
운영
전에 이행 완료되어야 한다. 만일 운송 계획이행이 해당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2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 생산림에서 벌목 목재의 경우, 미완료 부분은 취소
제70조 임야 전환
제71조 전환 임야
규정 무
유형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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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허가증

토장 2로의 운송

검사

공급사슬 프로세스

책임

통지 No. 0032/MAF

제49조 임산물 벌목
장기 조림지 개발 및 증진 관련 규정 2000 No.0196/MAF
및 수확
제53조 목재 및 임산

PFA의 원목은 반드시 표시된다. 개
벌지 원목의 경우 원목 숫자, 길이,
직경 만 표시 가능하다. 조림지 원
목의 경우 특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요약

주 내 군간의 운송의 경우 VFJ
가 허가증을 승인하나 소유주는
DAFO가 통지해야 한다.

DOFI는 수확 전 조사를 이행하
며 토장 I,II,III, 제재소 등을 점검
한다. 또한 소매/목재 판매 창고
에서의 목재를 점검하며 내수 및
수출용 목재의 운송을 검사한다;
국내 검문소, 국제 검문소 및 기 조림지는 점검 대상이다.
타 장소 등에 포함된다. DOFI는
또한 토지 임대/토지 양허를 점
검하고 식재를 위한 개인/가구
토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유틸
리티 임지 등을 점검한다.

조림지 목재 판매 및 구입 관련 규정 2008 No.1862/MOIC
III. 목재 구매-판매, 수령 및 운송 절차
농림부(명시되지 않음) 원목 목
절차 2: 농림부는 수확 활동을 관리하며 수확량을 측정하고 목재 목록을 작성하 록을 작성한다.
여 해당 목록을 판매자에게 송부한다.

기타 규정

산림 및 산림자원 검사 및 케이스 활동 지시 2010 No.0141/MAF
Section 2 산림 및 임
제5조 산림 및 산림자원 검사
야 검사
제6조 수확 전 조사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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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계약 협상

토장2
거래

공급사슬 프로세스

계약 및 불법행위 법 No.01/NA

기타 규정

조림지 목재 판매 및 구입 관련 규정 2008 No.1862/MOIC
제51조 NTFP 및 목
제 I.2.조
제품 유통

제51조 NTFP 및 목
제품 유통
산림관리 강화, 산림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령 2008 No.17/PM
7.2. 조림지 목재의 판매는 조림지 소유주의 책임이며 조림지 소유주는 구매자
와 거래에서 NWPIA가 제공하는 시장 정보에 따라 목재 가격에 대해 협상
논의한다. 또한 거래에 있어 국내 가공 산업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7.3.
조림지 목재 판매 및 구입 관련 규정 2008 No.1862/MOIC
모든 조항

물 운송

산림법 조항

책임

요약

조림지 목재의 판매 및 구매의 경
우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
판매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해야 한다:
• 조림지 등록 인증서
목재 판매자는 특정 승인을 충족해
• 수확 허가증
야 한다.
• 촌 산림과, DAFO, PAFO 보고
서 제출
• 세금 납부 영수증

조림목 판매에 대한 특정 규칙

조림지 목재의 판매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협상에 따른다.
MOIC는 조림지 목재 판매를 위
한 특정 규정을 수립한다.

목재 공급 계약서는 계약에 따라
가공 회사에게 목재를 공급하기 위
목재 판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해 수목을 재배하는 농장주와 기업
의 계약으로 성립된다.
간에 체결될 수 있으며 또는 임목
혹은 원목 판매를 통해 체결될 수
있다.

주 간 운송의 경우 DAFO가 허
가증을 승인하며 PAFO에 통지
한다.

185

기타 규정

사용료 및 수수료
지불

판매자 납세

요약

구매자는 다음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
기업 등록
사업 운영 기록
목재 구매자는 특정 승인을 충족해
NWPIA 멤버십
야 한다.
구매자는 생산 및 유통, 판매 계
획을 보유해야 한다.
산림법 또는 규정의 위반사례가
없어야 한다.

책임

제51조 NTFP 및 목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세금 산출 2009 지시 No.0509/MF
제품 유통
모든 조항
산업용 조림지 및 환경보호 법령 2003 No.96/PM
제3조. 정부는 아래와 같은 유인책 등을 통해 수목 조림을 장려한다:
제51조 NTFP 및 목 • 산림법 제34조에 따라 식재를 위한 토지의 경우 토지세 면제
제품 유통
• 가정 및 공공 사용을 위한 조림지 수확 목재에 대한 산림 복구 및 천연자원 수
수료 및 기타 세금 면제. 국내 상업 및 수출용 조림목 벌채는 소득세 과세 대
상에 해당되나 산림 복구 수수료 및 천연자원 수수료는 면제된다.

모든 사용료와 수수료는 목재가
토장III로 운송되기 이전에 납부되
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세금을 납부
한다.

모든 세금과 수수료는 목재가 토
장III으로 운송되기 이전에 납부되
어야 한다.

구매자는:
목재, 등나무 및 대나무 산업 가공 공장(가공 제조) 기준 결정안 2007 목재 가공 기준 인증서를 득하여
제51조 NTFP 및 목
목재 구매자는 특정 승인을 충족해
No.0221/MOIC 2004
야 한다.
제품 유통
야 한다.
생산 및 유통 계획 등을 수립해
야 한다.

조림지 목재 판매 및 구입 관련 규정 2008 No.1862/MOIC
제51조 NTFP 및 목
제 I.1.1조
제품 유통

산림법 조항

판매자는 목재 측정
제51조 NTFP 및 목 수수료 및 부담금 법령 2012 No.003/PO
및 등급 수수료를
제품 유통
제42조: 농림부 서비스 부과금
DAFO에 납부한다.

구매자

구매자

공급사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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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운송
이전에 승인 요

운송

기타 규정

책임

제20조 벌목, 가공, 원
목 운반 및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 및
기계류 관리

제45조. 산림 내 사업
운영

육상 교통법 2000 No.02/NA
제35조: 운송 수단 기준:

운송법 2012 No.24/NA,
제14조 운전자 요건
제16조 운송수단 요건
제21조 운송 기업 설립 및 면허
제12조 국경 간 운송

기업법 2013 No.46/NA

추가 규정 없음

요약

MPWT는 운송수단을 등록, 모니
운송수단은 개조될 수 없다.
터링/ 검사한다.

목재 수확 및 채취를 위해서는 운
송수단 등록이 요구된다:
운송 수단으로서의 등록
운송수단 사용 허가증
운송수단 면허번호판
MPWT 는 운송수단을 등록, 모
운송수단 기술검사 문서
니터링/ 검사한다.
보험
운전면허증
만일 동물을 활용하여 원목 운송이
이뤄질 경우, 올바른 등록 문서가
보관되고 있음을 검증한다.

목재수확 및 운반 사업체는
MOIC에 등록하며 MAF 승인을
득한다.

목재수확 및 운반 사업체는 MAF
에 등록하여야 한다.

PAFO는 원목을 측정하여 등급을
매기며 원목 목록을 작성한다.

PAFO는 원목을 측정하여 등급
제51조 NTFP 및 목 2007년 5월 17일자 원목, 근주, 옹이 및 원목 품질 등급 측정 절차 관련 결정안
을 매기며 원목 목록을 작성한
제품 유통
2007 No.0116/MAF
다.

산림법 조항

구매자에 대한 목재 제51조 NTFP 및 목 가이드라인 No. 0032/MAF 2010
판매(이전)
제품 유통

산림부는 원목을
측정하여 등급을
매기며 원목
목록을 작성

공급사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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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이 토장II에서
운송되기 전 승인 요

산림법 조항

기타 규정

책임

요약

2008년 2월 14일 협약 No.0019/MAF 2008, No. 2139/2008 MPWT
모든 조항

목재 및 임산물 수출입 면허 발급 절차 2011 통지 No.1904/MOIC.DIMEX(또는 MOIC는 운송 중 원목을 검사하 MOIC는 운송 중 원목을 검사하는
1940) 2011
는 책임을 가진다.
책임을 가진다.

2012년 1월 25일-26일 개최한 산림경영, 산림점검 및 산림 사업에 대한 국가
MAF는 원목 운송을 관할한다.
산림 컨퍼런스 회의록 채택 결정안 No.32/PM
본 법령은 MAF와 MOIC간의 책임
5.7. 농림부는 벌목 운영 및 운송, 천연 조경 수종, NTFP, 약용 식물 등의 모니
PAFO는 국내 운송 허가증을 발 을 명료화 하고 있다.
터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여기에는 산림법에서 명시한 모든 유형의 제재목
급한다.
및 목제품 운송을 포함한다.

MOIC는 토장2에서의 원목 운송 이는 결정안 No.32/PM 2012와 모
허가 발급의 책임을 가진다.
순됨

목재 수확 및 채취를 위해 운송수
MPWT는 운송수단을 등록, 모니
단을 등록해야 한다.
터링/ 검사한다.

장관 명령 2008 No.17/PM 이행관련 가이드라인 No.0105/MAF
MPWT는 운송수단을 등록, 모니 목재 수확 및 채취를 위해 운송수
제10조 DOF와 DoT간의 협약서 No.0019 MAF 2008 및 No.2139/PWT 2008 터링/ 검사한다.
단을 등록해야 한다.

법 및 규정에 따른 목재 운송 수단, 목재 채취 기계류, 목재 가공 기계류의 관리
MPWT는 운송수단을 등록, 모니 목재 수확과 관련한 수입 기계류의
통지 2008 No.1440/MOIC.DIMEX
터링/ 검사한다.
경우 승인 요
제1조와 제3조 – 목재 채취 및 운송 수단 관련 수입 및 등록 승인

라오스에서 등록되어 사용될 모든 종류의 수입 기계 운송수단은 생산 공장의
기술 요건에 따라야 하며 왼손잡이 쪽 핸들 위치, MOT가 발표한 기술 표준
에 따른 품질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운송수단 조립 및 개조
기계 운송수단의 조립 및 개조는 통신, 운송, 체신, 건설부가 발행한 기술 표
준 및 기타 공장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림관리 강화, 산림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 령 2008 No.17/PM
제53조 목재 및 임산
제16조 책임 및 문서 요건
물 운송
제16.1(6)조에 따라 MOIC는 토장 2에서 원목 운송 허가증을 발급한다.

국내 시장 혹은 수출 운송

공급사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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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조항

제53조 목재 및 임산
물 운송

공급사슬 프로세스

국내 운송 허가

장기 조림지 조성 및 증진 2000 규정 No.0196/MAF
제14조 조림목 벌목 및 운송

2012년 1월 25-26일 산림 관리, 산림점검 및 산림 산업 국가 산림 컨퍼런스
회의록 채택 2012 결정안 No.32/PM
5.7. 농림부는 벌목 운영 및 운송, 천연 조경 수종, NTFP, 약용 식물 등의 모니 MAF는 원목 운송을 관할한다.
터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여기에는 산림법에서 명시한 모든 유형의 제재목
및 목제품 운송을 포함한다.

조림목 운송을 위한 국내 운송
허가증은 다음에 의해 발급된다:
촌 산림과(주 내)
DAFO (주 간)
PAFO (수출용)
조림지 검사 기록이 반드시 요구
된다.

특정 상품을 제외한, POIC 발행의
운송 허가증 필요성 취하

요약

구매자/소유주는 세금을 납부하
며 MOF는 세금 납부 영수증을 수확 및 운송 관련 세금
발급한다.

책임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세금 산정 지침서 2009 No.0509/MOF
제4.4조 각 포인트에서의 목재 및 제재목 운송

상공부의 물품이동허가증 발급 취소 통지 No.2215/MIC
모든 조항

제5조 운송 및 수출 검사
상공부는 교역 검사 직원들을 통해 운송로, 목재 가공 공장, 저장소 및 기타
장소에 있는 목재 및 목제품의 운송 및 수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련 당국
과 협력한다.
교역 검사 직원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의거
한 권리 및 권한에 따라 조사 및 행동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력한다.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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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록 증명서

가공

검사

검문소

검문소

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책임

요약

수수료 및 부담금 법령 2012 No.003/PO
운송 허가증 수수료는 MAF에 납 운송 허가증 수수료는 MAF에 납부
Article 41 (6) 제41(6)조 목재 및 NTFP 국내 운송 허가증 발급, 수출용 목재 및 부되어야 하며 납부 시 영수증이 되어야 하며 납부 시 영수증이 발
NTFP 수출 허가증, 조림지 인증, 조림목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발급된다.
급된다.

제45조 산림 내 사업 산림법 2007 No.06/NA
운영
제45조. 산림 내 사업 운영

군 산림점검사무소 2013 과업 지시서 협의서 No. 1987/MAF
Article 4.2.2. 제42.2.2조 산림, 임야, 비목재 산림, 토장 I, II, III, 창고, 제재소, 목
재가공공장, 가구, 목재 운송, 목재 샵 및 목재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제조, 수
중 및 야생동물 양식장 및 기타 장소 등의 검사
재114조 산림 직원 산림 및 산림자원 점검 및 활동 2010 협의서 No. 0141/MAF
권리 및 의무
제5조 산림 및 산림자원 점검: 내수 및 수출용 제품운송 검사
제12.7조 원목 – 2차 토장에서 3차 토장 혹은 목재 가공 공장으로의 운송 허가
증 등 법률 문서 검사
제13조 제재목의 국내 운송 허가/운송 검사
제6조 목재 가공 공장에서 운송되는 제품의 기록 및 인증과 POIC가 발행한 각
선적에 대한 트럭 원목 명세서(truck log docket) 기록 검사

제53조 목재 및 임산
검사소 - 검문소 취소 2011 통지 No.1179/SS
물 운송

운송법 2012 No.24/2012

목재 가공 기업들은 반드시 MAF
에 등록되어야 한다.

DOFI는 목재 운송을 검사하고
검문소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DOFI는 목재 운송을 검사하고
검문소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몇몇 검문소 철폐

MPWT는 검문소에서 원목을 검
목재 운송 및 검사
사한다.

육상 교통법 2000 No.02/NA
MPWT는 검문소에서 원목을 검
제53조 목재 및 임산
제13조 운전 규정 및 적재: 중량 혹은 허용 승객 명수 등 물건 혹은 승객을 과
목재 운송 및 검사
사한다.
물 운송
다 적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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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허가증

공급사슬 프로세스

목재 가공 공장은 운영 허가증을
득하여야 한다.

목재 가공 기업들은 반드시 등록
대상이다.

산업 가공법 2013 No.48/NA
목재 가공 관리 결정안 2007 No.1301/MOIC
모든 조항
제5조는 운영 허가증 신청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제5(9)조는 생산계획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목재 가공 기업들은 반드시 등록
대상이다.

투자 증진법 2009 No.02/NA
제19조 기업 등록 증명서

책임

목재 가공 기업들은 MOIC에 등
록되어야 한다.

기타 규정
기업법 2013 No.46/NA
제12조 및 제13조 기업 등록,
제32, 33, 34조 파트너십 기업,
제78, 79, 81조, 회사, 제86조 및 92조 유한회사,
제 191, 192, 193조 국영회사, 그리고
제224 조 합작(국영-비국영)회사

목재, 등나무 및 대나무 가공 산업 공장 기준 관련 결정안 2007 No.1140/MOIC

목재 가공 공장의 운영 허가증 및 혼농임업 허가증 요건 규정 No. 0261/MAF

요약

사본을 찾을 수 없음

목재 가공 공장은 운영 허가증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명확하지
득하여야 한다.
않음

목재가공제조기준 2009 결정안 No.0719/MOIC
제45조 산림 내 사업 제12조. 소규모 가계 목재 가공업체는 목재 가공 관리 결정안 2007
No.1301/MOIC 제 5조 및 제6조에 따라 허가증/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가공 목재 가공 기업은 운영기준/생산
운영
산업법 제45에 따라 케이스별로 심의/허가 된다.
역량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제13.1조. 모든 목재가공 제조업체는 사업 운영을 위해 목재 가공 제조 허가증/
면허를 득하여야 한다.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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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기준

가공 공장 기준

세금

세금 면허

연간 생산 계획

공급사슬 프로세스

목재 가공업체는 규정에 따라 세
금을 납부해야 한다.

목재 가공업체는 규정에 따라 세
금을 납부해야 한다.

목제품 규격 및 형태 결정안 이행 통지 No.0051/MOIC
제50조 목재 및 임산
모든 조항- 이행 No.01415/MOIC 2009
물 가공
Section I. 제재목제품 가공, 표 1
Section II. 반 가공 목제품 가공, 표 2
Section III. 완제 목제품 가공, 표 3

목제품 규격 및 형태 결정안 No.2005/MOIC.DOIH

제50조 목재 및 임산 산림 관리, 산림점검 및 산림 산업 국가 산림 컨퍼런스 회의록 채택 2012 결정
목재 공장은 결정안
물 가공
안 No.32/PM
No.0719/MOIC를 따라야 한다.
제6.2조 목재 공장은 결정안 No.0719/MOIC를 따라야 한다.
목재가공제조기준 2009 결정안 No.0719/MOIC
모든 조항: 목재 가공 및 제조 활동을 표준화 및 분류한다.

산업 가공법 2013 No.48/NA

세법 2011 No.05/NA
제45조 산림 내 사업
운영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세금 산정 2009 지침 No.0509
제3.3조 천연목재 및 조림목의 가공 및 제재

제품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결정안 2005/MOIC.DOIH
2005에 의해 대체되나 요건 문서
에 대한 설명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공 산업은 정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목제품 규격 및 형태
No.1415/MOIC를 대체한다.

가공 산업은 정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목재 및 임산물 가공은 가공 산업
법을 따라야 한다.

목재 가공 기업들은 사업 기업
및 납세 등을 위해 반드시 등록
되어야 한다.

요약

제45조 산림 내 사업 투자법 이행관련 법령 2011 No.119/PM
운영
기업 등록 증명서 및 납세자 식별 번호 관련 제8조 및 제9조

책임

제50조 목재 및 임산 목제품 규격 및 형태 결정안 이행 통지 No.0051/MOIC
물 가공

기타 규정
가공업체들은 연간 운영 계획을 이는 결정안 No.2005/MOIC.
수립하여 MOIC에 제출해야 한 DOIH 2005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다.
요건 문서에 대한 설명은 없음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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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요약

MOIC는 목재가공공장의 범주를
수립하고 공장들이 기준을 충족
하도록 공장을 점검하는 책임을
서로 다른 공정을 통한 부가가치
가진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정의
공장은 폐쇄된다. 정부만이 신규
목재 가공 공장을 승인하는 권리
를 가진다.

책임

벌채지역에서 토장 2로의 목재 원목 수송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50조 목재 및 임산
No.0962/MAF
물 가공
서식 IV

제50조 목재 및 임산
목재 및 임산물 수확 관리 규정 2000 No.0221/MAF
물 가공

제50조 목재 및 임산
목재 및 임산물 수확 관리 규정 2000 No.0221/MAF
물 가공

토장Ⅲ 목재(보전
지역 및 촌 사용
산림)

토장Ⅲ 목재
(촌 사용 산림)

금지 수종의 판매는 금지됨

VFU촌에서 원목 목록을 작성하 원목 목록이 Level I 가공에서의 투
거나 PAFO가 토장 2에서 원목 입 점검 허가증과 어떻게 연결되는

원목 목록 양식 IV이 Level 1가공
PAFO는 토장 2에서 원목 목록
에서의 투입 점검 허가증과 어떻게
을 작성한다.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POIC는 토장 3으로의 목재 운송 원목 목록 양식 IV이 Level 1가공
을 위해 요구되는 원목 목록 서 에서의 투입 점검 허가증과 어떻게
식 IV를 토장 2에서 발행한다.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지 목재의 수확 및 구매-판매 방지 2011 추가 명령 No.10/PO
제50조 목재 및 임산
제1조. 금지 수종의(Dalbergia cochinchinensis) 불법 벌목, 판매-구매 및 수출은 명시되지 않음
물 가공
국가 전역에서 금지된다.

DOFI는 제재소, 목재 가공 공장,
장관 명령 2008 No.17/PM 이행관련 가이드라인 No.0105/MAF
가구 공장, 목재 창고, 목재 에너
제50조 목재 및 임산
가공 산업은 정부 기준을 따라야
제 7.7조 DOFI는 제재소, 목재 가공 공장, 가구 공장, 목재 창고, 목재 에너지를 지를 사용하는 공장, NTFP 가공
물 가공
한다.
사용하는 공장, NTFP 가공 공장 등의 목재 활용 현장을 점검 및 순찰해야 한다. 공장 등의 목재 활용 현장을 점
검 및 순찰해야 한다.

제50조 목재 및 임산
물 가공
산림관리 강화, 산림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 령 2008 No.17/PM
제101조 기업인에 대 제12조 목재 가공 공장의 구조조정 및 관리에 관한 대책 강화 관련
한 금지사항

산림법 조항

토장Ⅲ 목재(PFA)

토장Ⅲ

검사

공급사슬 프로세스

193

검사

토장Ⅲ
목재(조림목)

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목록을 작성한다.

책임

요약
지는 명확하지 않다.
촌 프로젝트를 위해 가공된 원목은
판매 불가하나 가공가능하며 상업
적 목적의 목재 공급 사슬에 들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추
적되어야 한다(내수 및 수출용 상
업).

제50조 목재 및 임산 목제품 규격 및 형태에 대한 결정안 NO.2005/MOIC.DOIH
물 가공
목제품 규격 및 형태 결정안 2008 No.1415/MOIC
POIC는 목제품의 점검 및 인증 가공 공장은 순찰, 검사 및 집행 대
제9조: 인증.
서식을 사용하여 규격 및 형태에 상이다.
POIC는 목제품의 점검 및 인증 서식을 사용하여 규격 및 형태에 따라 점검을 따라 점검을 거친 목제품을 인증 그러나 실행 활동은 구체적으로 명

재114조 산림 직원
권리 및 의무
산림 및 산림자원 점검 및 활동 2010 협의서No. 0141/MAF
제10조 제재 정거장(depot) 또는 저장소 및 목재 산업 점검

DOFI는 목재가 공장에 입고되는
순간 그리고 각 가공 단계에서
목재를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DOFI 는 다음을 점검한다:
• PAIF와 POIC 간 목재 협약서
• 판매 계약서
• 목재 원산지 증명서
• 수수료 납부서
• 투입/생산 데이터

조림지 목재 판매 및 구입 관련 규정 2008 No.1862/MOIC
PAFO 는 조림지에서 토장 3으 해당 목록이 Level I 가공에서의 투
제50조 목재 및 임산 III. 구매 –판매, 목재 수령 및 운송 절차
로 운송되는 목재 목록을 작성 입 점검 허가증과 어떻게 연결되는
물 가공
절차2: 농림부는 수확 활동을 관리하며 수확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목재 수확
한다.
지는 명확하지 않다.
목록을 판매자에게 송부한다.
군 산림점검사무소 2013 과업 지시서 협의서 No. 1987/MAF.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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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책임

목제품 규격 및 형태 결정안 이행 통지 No.0051/MOIC
제4.2 목재 모니터링-통제 및 목재 가공 공장 목제품
제4.3 목제품 검사 및 인증

POIC는 목재가 공장으로 배송될
때마다 “목재 가공 검사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목재의 유효성
을 보장하기 위해 열거된 원자재
세무 사항 등을 검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투입 점검이라고
불린다.
POIC는 법령 No.1415/MOIC.
DIMEX 2008 제 8조와 9조에 명
시된 바대로 목제품이 판매되기
이전에 목제품을 검사 인증하는
권한을 가진다. 검사 및 인증은
물품의 규격과 형태에 대해 이뤄
진다. 이는 “생산 점검”이라고 불
린다.

거친 목제품을 인증하는 의무를 가진다. 인증 이전 실제 점검 과정에서, 만일
완제 목제품이 신청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점검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이는 결정안 NO2005/MOIC.DOIH
2005에 의해 대체되나 요건 문서
관련 설명/지시사항은 제공되지 않
았다.

시되지 않았다.

요약

제50조 목재 및 임산 산림 점검국(DOFI) 과업지지서 2012 협의서 No.1984/MAF
목재 가공 장비는 감시될 수 있다.
물 가공
Article 4.2. 제4.2조 DOFI는 산림, 임야, 비목재 산림, 토장I, II, III, 창고, 제재소, DOFI는 토장III, 창고, 제재소, 목

목재 운송 수단, 목재수확 기계, 목재 가공 기계류 관리에 대한 통지
No.1440/MOIC.DIMEX
POIC는 모든 종류의 목재 가공
제45조 산림 내 사업
제2.2조 POIC는 목재, 등나무 및 대나무 가공 산업 공장 기준과 관련하여 모든 기계류 배급, 장비 및 기계류 소
운영
종류의 목재 가공 기계류 배급, 장비 및 기계류의 소유 및 이용 등을 2007년 유 및 이용 등을 점검한다.
2월 13일 자 결정안 No.1140/MOIC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점검한다.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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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수출 금지

수출

집행

공급사슬 프로세스

산림법 조항

기타 규정

책임

요약

규정되지 않음

제52조 목재 및 임산
물 수출입
금지 목재의 수확 및 구매-판매 방지 2011 추가 명령 No.10/PO.
MAF는 도로 및 국경 검문소를
제102조 개인에 대한 제1조, 금지 수종의(Dalbergia cochinchinensis) 불법 벌목, 구매-판매 및 수출은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방부 및
국가 전역에서 금지된다.
금지 조항
안보부와 협력한다.
제101조 기업에 대한
금지 조항

제52조 목재 및 임산
2014~2015년 목재 사용료 개정 심의요청 관련 통지 No.790/GO
물 수출입

정부의 허가 없이 교역 및 운송이
금지된 멸종 위기의 천연 수종 및
특별 수종: May Dou Lai
(Pterocarpus macrocarpus sp.),
May Kha Nhoung (Dalbergia
cochinchinensis), May Padong

천연 수종의 원목 및 반가공 목재
수출은 금지되어 있다. 토장II에 남
아 있는 목재는 국내에서 가공처리
되어야 한다.

목재 가공 제조 기준 결정안 2009 No.0719
제18조: 위반자 제재
POIC는 본 결정안을 이행한다.
제19조 :. 본 결정안, 특히 제13조에 명시된 결합(combination) 사항을 준수하지
가공 공장은 순찰, 검사 및 집행
못하는 자는 2007년 7월 30일자 가공산업 관리 결정안 No.1301/MOIC에 따
대상이다.
제50조 목재 및 임산
라 엄격히 처벌되거나 가공 산업법 제 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기소되어 기타
물 가공
처벌에 처해지며 그 즉시 사업 운영이 중지된다.
제101조 기업인에 대
목재 가공 관리 결정안 2007 No.1301/MOIC
DOI는 본 결정안을 감독, 모니터
한 금지사항
제5장: 위반자 제재 및 벌금
링, 해석 및 이행한다.
공장 운영업체는 MOIC가 발표한 결정안 및 기타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 POIC는 역할 및 의무에 따라 본 가공 공장은 순찰, 검사 및 집행 대
과할 수 있다.
결정안을 효과적이면서도 엄격 상이다.
제28조: 이행
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부당국과 협의/조율한다.

제101조 기업인에 대 목재가공공장, 가구, 목재 운송, 목재상 및 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타 재가공공장, 가구, 목재 운송, 목
한 금지사항
제조, 수중 및 야생 동물 양식장 및 기타 장소 등을 검사하는 책임을 진다.
재상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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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면허

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책임

요약
(Shorea hippocras), May khamphi
(Dalbergia bariensis), May
Longleng (Cunninghamia
Sinensis), May Champa Pa
(Michelia Champaca);

자동 및 비자동 수출입 면허 대상 제품에 관한 통지 No.0076/MOIC.DIMEX
별첨 A. I No. 3 원목, 근수, 나무껍질 및 거친-가공 목재는 통계자료 목적의 자
동 면허 대상
별첨 A.I No 6 목재 채취 기계, 벌목 기계, 체인톱 및 해당 부품 및 장비 등은
제52조 목재 및 임산 통계 목적의 자동 면허 대상
물 수출입
별첨 B. I No. 1 조림지의 원목, 근수, 나무껍질 및 거친-가공 목재, 반완제품
제52조 목재 및 임산 목재는 연계보관성(CoC)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동 면허 대상
물 수출입
별첨 B. II No. 2 천연림의 원목, 근수, 나무껍질 및 거친-가공 목재, 반완제품
목재는 연계보관성(CoC)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자동 면허 대상
본 통지 별첨에서 제외된 물품은 곧바로 세관 절차가 진행된다. 라오스가 서
명국인 국제 협약 대상 물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대상 물품(Sanitary and
Phytosanitary),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대상 물품(Technical Barrier to Trade)
은 제외. 상기 해당 대책의 절차 이행은 통관 절차 이전에 적용된다.

관세법No. 04/NA 2011

제52조 목재 및 임산
원목 수출 금지 령 2000 No. 10/PM
물 수출입
세관

자동 및 반자동 수출입 면허 대상
물품 규정

천연 수종의 원목 및 반 가공 목재
수출은 금지됨

산림관리 강화, 산림관리 및 산림 사업 보호 및 조율 령 2008 No.17/PM
제52조 목재 및 임산 제23조. 수출용 원목, 제재목, 근주, 목재 혹(wood galls) 및 반 가공 목제품 운 정부만이 목재 수출을 승인할 수 정부만이 목재 수출을 승인할 수
물 수출입
송과 관련한 특정 상황에 있어 정부만의 심의 및 합의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있다.
있다.
특별 심의는 목재의 사용, 양, 실제 벌목 상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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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목재 및 임산 목제품 규격 및 형태에 대한 결정안 2009 1415/MOIC>DIMEX
물 수출입
제7조: 목제품 부가가치- 반가공품 수출은 MOIC의 승인을 거친다.

가공목재- 모든
공급원

요약

이 규정은 No.2005/MOIC 2015에
의해 대체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목
재 공급원과 관련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획득
에 대한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MOIC는 가공품의 수출을 승인 이 규정은 No 2005/MOIC
한다.
2015에 의해 대체된다.

목재 규격 및 형태 통지 2009
No.1415/MOIC.DIMEX 및 해당 통
지를 대체한다.
목재 규격 및 형태 통지 2009
No.1415/MOIC.DIMEX 이행을 위한
통지.

수출업자는 명시된 문서와 함께
DIMEX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
해당 통지는 금지된 천연림의 원목
다. DIMEX는 해당 신청서를 심
수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의해야 한다. 정부는 원목의 수
출을 승인할 수 있다.

책임

수출업자는 수출 신청서와 문서
를 MOIC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 문서:
1. 기업 등록 허가증/면서 사본
목제품 규격 및 형태에 대한 결정안 2009 1415/MOIC>DIMEX 이행을 위한 통
가공목재- 특대
2. 기업 등록 증명서 사본
제52조 목재 및 임산 지 No. 0051/MOIC.DIMEX
규격 및 형태 – 모든
3. 원산지 결정 기준을 위한 목
물 수출입
제4.4조. 가공목 수출의 경우, 가공 목제품, 부가가치 제품 등 완제품으로 수출
공급원
재 문서 사본(원자재)
업자는 인증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목재 수수료 납부 사본(원자재)
5. 본 통지 제4.1에 의거한 목재
가공 제작에 대한 회계연도
생산계획서

제52조 목재 및 임산
목제품 형태 및 규격 결정안 No.2005/MOIC.DOIH
물 수출입

가공목재- 모든
공급원

기타 규정

목재 및 목제품 수출입 면허 발급 절차에 관한 통지 2011
제52조 목재 및 임산
No.1904/MOIC.DIMEX
물 수출입
1.3. 원목, 제재목(가공), 반완제품, 근주 및 괴경(tuber) 수출 절차

산림법 조항

원목, 제재목
그리고 반 가공
목재
(천연 수종)

공급사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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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6. 발주서 혹은 계약서 사본
7. 목제품 사진 혹은 본
MOIC는 수출을 승인한다.

책임

조림목 수출입 면허 통지2011No. 1791/MOIC.DIMEX
목재, 제재목, 반가공 제52조 목재 및 임산
모든 조항에서는 조림목 수출에 필요한 문서를 나열하고 있다.
목재(조림목)
물 수출입

목제품 수출 절차 no. 1904/MOIC.
DIMEX의 개정안.
산림부의 원산지 증명서 포함 요건
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타 제품에서
는 요구되고 있음. 세금 의무 역시
불명확함)

요약

수출업자는 모든 수종에 대해 수
출 신청서와 다음의 문서를 제출
해야 한다:
• 목재 사업을 허용하는 기업 등
록증
• 세금 등록증
• PAFO가 인정한 목재(원목)

목제품 형태 및 규격 2009 통지
No1415/MOIC.DIMEX 및 No. 0051/
MOIC.DIMEX, 목제품 형태 및 규격
‘기둥(columns)’ 수출의 경우 심
2009 통지 No1415/MOIC.DIMEX
의를 위해 수출 신청서를 MOIC이행 관련 결정안 No.1415/MOIC.
DIMEX에 제출해야 한다.
DIMEX 통지를 대체하는 결정안
2005/MOIC.DOIH 2015 추가 결정
안이다.

수출업자는 승인을 위해 수출 신
청서와 문서를 제출한다:
제52조 목재 및 임산 2011년 9월 30일자 통지 no.1904/MOIC목재 및 목제품 수출입 승인 절차에 대
• 기업 등록 증명서
물 수출입
한 제1.4조 개정 관련 추가 통지 no.2857
• 세금 증명서
• 포장 명세서 인보이스

산림법 조항

반 가공 목재-천연
제52조 목재 및 임산
수종의
반완제목제품 수출 추가 지시 2015 No. 2156/DOIC
물 수출입
“기둥(columns)”

가공 목재
일반(천연림에만
적용)

공급사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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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제재목,
반가공
목재(조림목),
비-특별 혹은
인증(통제) 수목

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책임
목록
• 농림부의 목재 방출 허가 문서
(표시/압인이 찍힌 목재 기록)
• 세금 납세서
• 수수료 영수증
금지 수종, 특별 수종 혹은 인증
(통제) 수종의 경우, 농림부 영구
사무소가 목재 원산지를 검증한
다.
비-금지, 특별 혹은 인증(통제)
수목 등 기타 수종의 경우 원산
지를 인증하는 PAFO 서한 필요

요약

2014 수출업자는 결정안 41/
조림목 수출 승인 검토 및 결정을 담당하는 담당 주 및 수도 도시 관련 추가 통
추가 통지는 결정안 41/PM2014
PM 2014에 명시되지 않은 수종
지 2014 No. 1135/MOIC.DIMEX (티크, 파라 고무, 이글우드, 유칼립투스 및 아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 대한 수출 면허를 DIMEX에
카시아)
신청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명시되지 않은 수종
에 대한 수출 면허를 DIMEX에
신청해야 한다.
티크, 고무, 아카우드,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auriculiformis 및 아카시아 망기움
수출업자는 티크, 고무, 아카우
(mangium) 등의 원목 및 제재목 등 조림목의 수출 심사 및 결정 관련 주 및 수
드, 유칼립투스 및 아카시아 망
도(Capital) 권한 결정안 No.41/PM
기움(mangium) 수출을 위해
제52조 목재 및 임산
POIC에 수출 면허를 신청해야
물 수출입
한다.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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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산국 검사

검사

수출용 문서

무역박람회에서
구매한 가공
목재(모든 수종)

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책임

요약

DOFI는 목재가 가공시설을 거쳐
수출을 위해 운송될 때 해당 목
재를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수출기업은 의무 등록대상이다.

수출기업은 의무 등록대상이다.

수출업체는 구매 이후 무역 박람
회에 구매 인증 신청을 해야 한
다. 그 이후 수출업자는 다음의
문서를 바탕으로 세관 절차를 진 각 구매 인증 신청서에서의 구매
행할 수 있다:
가격은 160,000,000 LAK 미만 이
• 목재 원산지 증명서
어야 한다.
• 거래 영수증
• 무역 위원회 인증서
• 세금 영수증

수출업자는 실질 검사를 위해
State Assets(국가 자산)에 통지
한다.
수익 징수 목적의 목재 수출 관리에 대한 장관 가이드 이행에 대한 가이드 통지
SA 는 다음을 확인한다:
No.0094/SA.
제52조 목재 및 임산
목재 사용료 및 세금 납부.
조림목 수출은 주 단위에서 승인을
제1조 목재 사용료 및 세금 납부 검사 및 모니터링. 목재, 반완제품 및 완제품의
물 수출입
목재, 완제품 및 반완제품의 경 득한다.
경우, 목재, 반완제품 및 완제품의 운송 이전에 원산지 파악을 통해 세금 납부
우, 납부 의무를 통해 물품 원산
의무가 새롭게 발행되며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목재의 경우 공제된다.
지를 파악한다. 생산에 사용된
목제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수입업체와의 판매 계약서를 SA

제45조 산림 내 사업
기업 법 2013 No. 46/NA
운영
군 산림점검사무소 2013 과업 지시서 협의서 No. 1987/MAF.
제114조 산림 직원
산림 및 산림자원 점검 및 활동 2010 협의서No. 0141/MAF
권리 및 의무
Part IV 수출용 임산물 운송을 위한 운송 허가증(removal pass) 검사

제52조 목재 및 임산
무역박람회에서 구매한 완제 목제품 수출관련 지시 No.1027/MOIC
물 수출입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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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세관 데이터

수출 모니터링

수출 면허

공급사슬 프로세스

기타 규정
에 등록한다.
검사 이후 SA는 선적에 봉인한
다.
수출업자는 부착될 봉인에 세금
을 지불한다. SA는 검사 데이터
를 기록하고 보고한다.

책임

관세법 이행 지침

사회 경제를 발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출입을 장
려, 증진, 관리하기 위한 물품의 수
출입 원칙, 규칙 및 대책을 수립

요약

관세법 2011No. 04/NA
제12조. 수출품의 관세는 수출 세관 국경 검문소로 이송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물품의 실제 가격
제52조 목재 및 임산
수출업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몇몇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규
제23조 세관신고 문서
물 수출입
한다.
정한다.
제59조. 일반 수출관세면제: 생산, 조림지, 사육 등에서 발생한 농산품의 수출
그리고 제조 혹은 가공된 산업용 제품 및 수공예품은 수출세 납부를 요하는
몇몇 물품을 제외하고 관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제52조 목재 및 임산 물품 수출입 령 2011 No. 114/GOL
물 수출입
모든 조항

수출업자는 수출 신청서를 작성
한다.
POIC 또는 DIMEX는 수출 면허
를 발급한다.
MOIC는 내수 및 수출용의 목재
물품 수출입 령 2011 No. 114/GOL
상품(원목, 근주, 목재 혹(galls),
제52조 목재 및 임산 모든 조항: 자동 및 비자동 허가제와 금지사항을 규정한다.
완제품 및 반완제품의 운송을 체
물 수출입
제16.5(5)조: MOIC는 내수 및 수출용 목재 상품(원목, 근주, 목재 혹(galls) 의 완
크하기 위한 허가증을 관리 및
제품 및 반완제품의 운송을 체크하는 허가증을 관리, 발급한다.
발행한다.
제52조 목재 및 임산 ASYCUDA 를 통한 상세 세관 신고 지시No. 10503/CD
수출업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물 수출입
제2조. 물품 수출을 위한 세관 신고 절차
한다.

산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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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조항

책임

요약

ASYCUDA 세관 신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 지시No. 03471/CD

세관은 수출용 목재를 검사한다.
세관은 세관신고증명서를 발급 수출용 목재를 검사한다.
한다.

수출업자는 다음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다:
a. 인보이스 원본
• 원산지 증명서
• 판매 계약서
• 포장 명세서
• 관련 정부 당국 발행의 허가
ASEAN 통일 세관신고문서(ACDD) 신청관련 지시 No.1696/CD
증(인증(통제) 물품에 대해) 수출입 세관 절차를 규정하는 주
ACDD는 통계기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규
만일 상기 문서들의 원본을 법률
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수용할 수 있는 다음 문서 복
사본을 통해 공식입증이 이
뤄져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 세금 면허 (유효한 것)
• 기타 관련 문서

기타 규정

세관을 통해 수출될 원목, 가공 목제품 및 건설목제품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통
지 No. 159/GS
MOF는 원목 및 반 가공 목재 수
관세 및 부담금 제52조 목재 및 임산 해당 제품들이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 대상 목재에 대해 추가 세금
출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조림목 수출
징수를 승인한다. 징수될 세율은 1990년 5월 18일자 장관위원회 결의안
(천연 목재만 적용)
물 수출입
수 있다.
No.23/CLFNC에 따른다. 재무부는 기업인 협회에 상기 사실을 통지하며 이해를
증진시키는 의무를 가진다.

공급사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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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사

제54조 목재 및 임산
물 수출입
장관 명령 2008 No.17/PM 이행관련 가이드라인 No.0105/MAF
제 7.6

POFI는 중심 구역에서 검문소를
설립한다.
DOFI 는 MAF에 보고될 검사 보
고서를 요약한다.

정부예산에 대한 정확하고도 시의 적절한 세수수입을 위해 목재 수출품 관심 증 세관 직원들은 목재를 검사하고 통제(인증) 및 금지 목재와 특별 사
압수하며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용료가 적용되는 목재 유형 수종을
대 관련 령 No. 1765/MOF
명시한다.
제4조 세관 직원들은 목재를 검사하고 압수하며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가진다.

제52조 목재 및 임산
교역 관련 정보 2010 통지 및 문의 관련 령No. 363/PM
물 수출입

국가 전역에 걸쳐 통일된 수출세
적용 및 국가 사회경제 발전으로의
기여를 위한 수출세율을 규정한다.

책임

세관 데이터

기타 규정

관세 및 부담금

산림법 조항

세관은 수출 대상 목재관련 추 해당 제품이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제52조 목재 및 임산 수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수출 목제품의 관세 면제 통지2009 No. 0403/CD;.
가 관세 면제 대상을 규정할 수 경우 수출 대상 목재에 대한 추가
물 수출입
모든 조항. 몇몇 제품의 경우 수출세 납부 면제 대상이다.
부담금 부과를 승인한다.
있다.

공급사슬 프로세스

라오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별첨 3]

스코핑(scoping) 보고서 목차표

1. 사업개요
2. 프로젝트 내용
2.1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타당성 발표
2.2 관련 프로젝트 및 개발
2.3 프로젝트 개발업체 및 EIA 컨설턴트 발표
3. 정책, 법, 제도적 틀 개요
3.1 기업 환경 및 사회 정책 개요
3.2 라오스 정책 및 법적 틀 개요
3.3 국제 협약, 조약 및 협정
3.4 라오스 정부 제도적 틀
3.5 국제 정책, 가이드라인 및 표준(해당 시)
4. 프로젝트 설명 및 대체안
4.1 프로젝트 발표 및 대체안 설명
4.2 프로젝트 대체안 비교 및 선정
5. 환경 설명서
5.1 연구 한계 설정
5.2 물리적 요소
5.3 생물학적 요소
5.4 사회 경제적 요소
5.5 문화적 요소
5.6 시각적 요소
6. 사전 환경 영향 평가 및 완화 대책
6.1 방법론 및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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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잠재적 환경영향 파악
6.3 주요 잠재적 환경영향 및 완화 대책
6.3.1 사전 공사
6.3.2 공사
6.3.3 운영
6.3.4 해체, 폐쇄 및 폐쇄 후
7. 공공협의 및 공개
7.1 방법론 및 접근법
7.1.1 이해관계자 파악 및 프로젝트 영향 그룹
7.1.2 공공 협의
7.1.3 공개
7.2 협의 활동 요약
7.2.1 협의 활동 개요
7.2.2 협의 참여 인사 의견 요약
7.3 프로젝트 범위 설정 동안의 협의 결과
7.3.1 이해관계자와 프로젝트 영향 그룹이 파악한 이슈
7.3.2 이슈 고려 방안
7.4 EIA 동안 이행될 협의 권고사항
8. 결론 및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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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EIA 과업 지시서 목차

사업개요
1.0 도입
1.1 프로젝트 개발업체 발표
1.2 환경 및 사회 컨설턴트 발표
1.3 관련 조직 발표
1.3.1 실험실 (인증 포함)
1.3.2 대학
1.3.3 기타
1.4 프로젝트 개요
1.5 보고서 레이아웃
2.0 정책, 법 그리고 제도적 틀
프로젝트 이행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정책, 법 그리고 제도적 틀 간략히 설명
2.1 기업 환경 사회 정책(해당 시)
2.2 정책 및 법적 틀
2.3 국제 협약, 조약 및 협정
2.4 라오스 정부 제도적 틀
2.5 국제 정책, 가이드라인 및 표준(해당 시)
2.6 프로젝트 환경 사회 기준
3.0 프로젝트 설명 및 대체안 선정
대체안 비교 및 선별 방법론, 단계별 프로젝트 설명, 잠재 대체안 등 프로젝트에 대한 간
략한 설명
3.1 프로젝트 근거 및 배경
3.2 프로젝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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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젝트 인프라
3.4 프로젝트 대체안
3.5 대체안 비교 및 선정
3.5.1 방법론
3.6 선정 대체안 설명
3.6.1 선정 대체안 기술 설명
3.6.2 공사 이전 활동
3.6.3 공사 활동
3.6.4 운영 활동
3.6.5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활동
4.0 기초 연구
범위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연구 지역 한계를 파악한다. 프로젝트 개발업체는
EIA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설명되어야 하는 각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시각
적 요소에 대한 적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제공해야 한다. Item 4.2.4.2에서는 EIA
를 위한 TOR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예를 제공하고 있다.
4.1 연구 한계 설정
4.2 내용 개요
4.2.1 관련 이슈
4.2.2 연구 목적
4.2.3 연구 범위
4.2.4 연구 방법
4.2.4.1 1차 데이터 수집
4.2.4.2 1차 데이터 수집 연구(활동 설명)
4.2.4.3 지도제작(mapping)
4.2.4.4 노력 수준
4.2.4.4.1 전문가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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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2 문헌 조사 시간
4.2.4.4.3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시간
4.2.4.4.4 전문가 보고 기간
4.2.4.4.5 현장 조사 수
4.3 물리적 요소
4.3.1 기후/기상학(기후변화 포함)
4.3.2 지형
4.3.3 지리/지리학
4.3.4 토양
4.3.5 자연 재해
4.3.6 수문학
4.3.7 침식 및 퇴적
4.3.8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4.3.9 광물 자원
4.3.10 소음 및 진동
4.3.11 대기질
4.3.12 기타
4.4 생물학적 요소
4.4.1 육상 생태학/야생동물
4.4.2 산림/식피
4.4.3 수중 생물상 및 서식지
4.4.4 습지
4.4.5 보호지역
4.4.6 생물다양성
4.5 사회 경제 요소
4.5.1 행정 조직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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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인구 및 커뮤니티
4.5.3 사회 개요
4.5.4 보건 개요
4.5.5 취약 그룹
4.5.6 성별 이슈
4.5.7 경제 활동
4.5.8 고용
4.5.9 전통 생산 시스템
4.5.10 토지 사용(현재 및 계획)
4.5.11 인프라 시설
4.5.12 수자원 사용 및 상수도
4.5.13 교통
4.5.14 에너지원
4.5.15 농업
4.5.16 임업
4.5.17 어업/수경재배
4.5.18 산업
4.5.19 광물 개발
4.5.20 관광
4.5.21 거주용, 상업, 관광 및 산업 개발
4.5.22 UXO
4.5.23 지역 커뮤니티 우려사항
4.5.24 기타
4.6 문화 구성요소
4.6.1 고고학
4.6.2 자연 유적지, 종교 유적지 및 문화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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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민족 그룹
4.6.4 기타 유산 요소
4.7 시각 구성요소
4.7.1 랜드마크
4.7.2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s)
4.7.3 풍경
4.7.4 현지 자재, 스타일 등 세부사항.
4.7.5 기타
5.0 영향 평가 및 완화대책
5.1 영향 평가방법론
5.1.1 평가 범위
5.1.2 지리적 범위: 연구 지역 경계
5.1.3 시간 범위
5.1.4 일반 방법론
5.1.5 중요도 결정 방법론
5.1.6 지도제작(mapping)
5.1.7 생태계 요소의 주요 이슈 및 선별
5.1.8 모델링(모형제작) 요건
5.1.8.1 내용 개요
5.1.8.1.1 방법론
5.1.8.1.2 모델(모형)
5.1.8.1.3 전문가
5.1.8.2 대기 배출
5.1.8.3 온실가스
5.1.8.4 지표수질
5.1.8.5 지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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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소음
5.1.8.7 기후변화
5.1.8.8 자연재해
5.1.8.9 기타 (필요 시)
5.1.9 내용 개요
5.1.9.1 공사 이전 단계
5.1.9.1.1 잠재적 영향
5.1.9.1.2 제시된 완화 대책
5.1.9.1.3 잔류 영향
5.1.9.1.4 제시된 모니터링
5.1.9.2 공사 단계
5.1.9.2.1 잠재적 영향
5.1.9.2.2 제시된 완화 대책
5.1.9.2.3 잔류 영향
5.1.9.2.4 제시된 모니터링
5.1.9.3 운영 단계
5.1.9.3.1 잠재적 영향
5.1.9.3.2 제시된 완화 대책
5.1.9.3.3 잔류 영향
5.1.9.3.4 제시된 모니터링
5.1.9.4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5.1.9.4.1 잠재적 영향
5.1.9.4.2 제시된 완화 대책
5.1.9.4.3 잔류 영향
5.1.9.4.4 제시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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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리적 영향 평가
5.2.1 대기질
5.2.2 소음
5.2.3 지표수질
5.2.4 지하수질
5.2.5 침식 및 퇴적
5.2.6 기타
5.3 생물학적 영향 평가
5.3.1 어류 및 서식지
5.3.2 생태계
5.3.3 육상포유류, 양서류 및 파충류
5.3.4 조류 및 박쥐
5.3.5 보호지역
5.3.6 기타
5.4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
5.4.1 경제 발전
5.4.2 고용
5.4.3 교육 및 훈련
5.4.4 재정착, 토지획득 및 보상
5.4.5 인구 통계학 변화
5.4.6 공공 보건 및 영양
5.4.7 직업 보건 및 안전
5.4.8 성별
5.4.9 민족 그룹
5.4.10 취약 그룹
5.4.11 토지사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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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전통 생계 및 생산 시스템
5.4.13 천연자원 접근성(NTPF, 수자원, 수렵 지역 등)
5.4.14 현지 사업
5.4.15 기존 생산 활동(예: 어업/수경재배, 농업, 임업, 광물자원, 관광 등)
5.4.16 통신 및 운송
5.4.17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 취약성
5.4.18 기타
5.5 문화 영향 평가
5.5.1 고고학
5.5.2 문화유산
5.5.3 전통 가치 및 라이프스타일
5.5.4 기타
5.6 시각 영향 평가
5.6.1 미학적
5.6.2 문화 현장, 전통 현장 혹은 관광지
5.6.3 특별 풍경
5.6.4 기타
6.0 위험 평가
6.1 방법론
6.2 정성적 위험 평가
6.2.1 공사 이전 단계
6.2.2 공사단계
6.2.3 운영 단계
6.2.4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6.3 정량적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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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누적 영향 평가
7.1 방법론 및 접근법
7.2 가치 생태계 요소 결정
7.3 공간 및 시간 틀 결정
7.4 누적 영향 평가
7.5 관리 틀 수립
8.0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8.1 ESMMP내용
8.1.1 프로젝트 내용
8.1.2 프로젝트 개발업체의 환경 및 사회 정책 및 서약
8.1.3 제도적 이행
8.1.4 법적 요건
8.1.5 영향 및 완화 대책 요약
8.2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8.2.1 내용 개요
8.2.1.1 프로젝트 단계별
8.2.1.1.1 설계
8.2.1.1.2 공사 이전
8.2.1.1.3 공사
8.2.1.1.4 운영
8.2.1.1.5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8.2.1.2 각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내용
8.2.1.2.1 목표
8.2.1.2.2 맥락
8.2.1.2.3 법적 요건
8.2.1.2.4 관리 실행
8.2.1.2.5 모니터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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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6 이행 스케줄
8.2.1.2.7 책임
8.2.2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예시)
8.2.2.1 주제별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8.2.2.1.1 소음 관리 계획
8.2.2.1.2 대기질 관리 계획
8.2.2.1.3 침식 및 퇴적 관리 계획
8.2.2.1.4 수질 관리 계획
8.2.2.1.5 부지 개간 및 조경 계획
8.2.2.1.6 복구 및 재녹화 관리 계획
8.2.2.1.7 생물다양성 및 보전관리 계획
8.2.2.1.8 작업자 숙박 관리 계획
8.2.2.1.9 이주 관리 계획
8.2.2.1.10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
8.2.2.1.11 수자원 사용 관리 계획
8.2.2.1.12 자재 처리 및 저장(유해 물질) 관리 계획
8.2.2.1.13 유출 및 누설 관리 계획
8.2.2.1.14 폐수 및 우수관리 계획
8.2.2.1.15 운송 관리 계획
8.2.2.1.16 전염병 관리 계획
8.2.2.1.17 직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계획
8.2.2.1.18 커뮤니티 보건 및 안전 관리 계획
8.2.2.1.19 고고학 및 문화유산 관리 계획
8.2.2.1.20 고용 및 교육 관리 계획
8.2.2.1.21 투자 및 조달관리 계획
8.2.2.1.22 시각적 보호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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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23 기타
8.2.2.2 부지별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8.2.2.2.1 임시 접근로 관리 계획
8.2.2.2.2 영구 접근로 관리 계획
8.2.2.2.3 취토장 관리 계획
8.2.2.2.4 노동자 캠프관리 계획
8.2.2.2.5 정제(refinery) 관리 계획
8.2.2.2.6 기타
8.2.3 비상계획
8.2.4 공공협의 및 공개
8.2.5 이행 프로그램
9.0 공공협의 및 공개
9.1 개요
9.2 협의
9.2.1 정부
9.2.2 영향 대상 시민
9.3 추가 제시 협의
9.3.1 지방 행정당국과의 회의
9.3.2 영향 대상 커뮤니티 및 시민과의 회의
9.3.3 EIA 보고서 1차 초안 발표
9.3.4 최종 EIA 보고서 발표
9.4 공개
9.4.1 책자 준비 및 배포(라오스)
9.4.2 현지 라디오
10.0 개발 계획
10.1 유역관리계획(수력발전 및 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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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바이오매스 제거 계획(수력발전 및 댐 프로젝트)
10.3 재정착 및 보상계획
10.4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10.5 생계 복구 계획
10.6 커뮤니티 개발 계획
10.7 취약 그룹 개발 계획
10.8 기타
11.0 시각 그리고 그래픽 표현
11.1 GIS(기초연구 기간 동안 활용)
11.1.1 관련 이슈
11.1.2 목표
11.1.3 범위
11.1.4 방법
11.2 원격 탐사 적용
11.2.1 관련 이슈
11.2.2 목표
11.2.3 범위
11.2.4 방법
11.3 지도제작(mapping)
11.3.1 관련 이슈
11.3.2 목표
11.3.3 범위
11.3.4 방법
12.0 이행 프로그램
12.1 시간 계획표
12.2 팀 자질 및 경험
12.3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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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EIA 보고서 서식

사업개요
1.0 프로젝트 내용
1.1 프로젝트 및 정당성 발표
1.2 관련 프로젝트 및 개발
1.3 프로젝트 개발업체 및 EIA 컨설턴트 발표
1.4 프로젝트 개발업체 서약(Commitment)
1.5 EIA 보고서 구조
2.0 정책, 법 및 제도적 틀
2.1 기업 환경 사회 정책
2.2 정책 및 법적 틀
2.3 국제 협약, 조약 및 협약
2.4 라오스 정부 제도적 틀
2.5 국제 정책, 가이드라인 및 기준(해당 시)
2.6 프로젝트 환경 사회 기준
3.0 프로젝트 설명 및 대체안
3.1 프로젝트 발표 및 대체안 설명
3.1.1 프로젝트 근거 및 배경
3.1.2 프로젝트 위치
3.1.3 프로젝트 인프라
3.1.4 대체안
3.2 대체안 비교 및 선정
3.2.1 방법론
3.2.2 대체안 비교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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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정 대체안 설명
3.3.1 선정 대체안 기술 설명
3.3.1.1 공사 이전 활동
3.3.1.2 공사 활동
3.3.1.3 운영 활동
3.3.1.4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활동
3.3.2 상세 디자인
4.0 환경 설명서
4.1 연구 한계 설정
4.2 물리적 요소
4.2.1 기후/기상학(기후변화 포함)
4.2.1.1 방법론
4.2.1.2 설명
4.2.2 지형
4.2.3 지질/지진학
4.2.4 토양
4.2.5 자연재해
4.2.6 수문학
4.2.7 침식 및 퇴적
4.2.8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4.2.9 광물 자원
4.2.10 소음 및 진동
4.2.11 대기질
4.2.12 지도제작(mapping)
4.3 생물학적 요소
4.3.1 육상 생태학/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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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산림/식피
4.3.3 수중 생물상 및 서식지
4.3.4 습지
4.3.5 보호지역
4.3.6 생물다양성
4.3.7 지도제작(mapping)
4.4 사회 경제적 요소
4.4.1 행정 조직 및 한계
4.4.2 토지 사용
4.4.3 사회 개요
4.4.3.1 커뮤니티
4.4.3.2 인구 통계학
4.4.3.3 교육
4.4.3.4 주택 조건
4.4.3.5 취약 그룹
4.4.3.6 인종 그룹
4.4.3.7 성별 상황
4.4.3.8 종교
4.4.3.9 정치 및 사회 조직
4.4.4 보건 개요
4.4.4.1 사망률 및 이환율
4.4.4.2 전염병 발생
4.4.4.3 만성질환 발생
4.4.4.4 식단 및 영양
4.4.4.5 정신건강 및 웰빙
4.4.4.6 건강 추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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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보건 서비스 접근성
4.4.4.8 식수, 위생 및 쓰레기 관리 접근성
4.4.5 경제 개요
4.4.5.1 고용
4.4.5.2 전통 생산 시스템
4.4.5.3 가계 소득
4.4.5.4 생활비
4.4.5.5 토지 소유권
4.4.5.6 현지 사업
4.4.5.7 기존 생산 활동(예: 어업, 농업, 임업, 광물자원, 관광 등)
4.4.5.8 기타
4.4.6 인프라 시설
4.4.6.1 도로
4.4.6.2 항만 및 항구
4.4.6.3 공항
4.4.6.4 송전선
4.4.6.5 전기
4.4.6.6 파이프라인
4.4.6.7 병원 및 보건 진료소
4.4.6.8 학교 및 교육 센터
4.4.6.9 어린이집 및 유치원
4.4.6.10 사원
4.4.6.11 묘지
4.4.7 수자원 사용 및 공급
4.4.8 에너지원, 사용 및 공급
4.4.9 U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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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지도제작(mapping)
4.4.11 지역 커뮤니티 우려사항
4.5 문화 구성요소
4.5.1 고고학
4.5.2 사원, 기념비
4.5.3 소수민족 그룹
4.5.4 지도제작(mapping)
4.6 시각 구성요소
4.6.1 미학적
4.6.2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s)
4.6.3 풍경
4.6.4 지도제작(mapping)
5.0 영향 평가 및 완화대책
5.1 영향 평가방법론
5.1.1 평가 범위
5.1.2 지리적 범위: 연구 지역 경계
5.1.3 시간 범위
5.1.4 방법론
5.1.4.1 평가 및 완화
5.1.4.2 주제발표
5.1.4.3 부지별 발표
5.1.5 지도제작(mapping)
5.1.6 모델링(모형제작) 요건
5.1.6.1 대기질
5.1.6.1.1 방법론
5.1.6.1.2 결과
5.1.6.1.3 지도제작(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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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지표수질
5.1.6.3 지하수질
5.1.6.4 소음
5.1.6.5 기타
5.2 영향 평가
5.3 영향, 완화대책 및 잔류 영향
5.3.1 생물 물리적 영향
5.3.1.1 대기질
5.3.1.1.1 공사 이전
5.3.1.1.2 공사
5.3.1.1.3 운영
5.3.1.1.4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5.3.1.2 지표수질
5.3.1.3 지하수질
5.3.1.4 침식 및 퇴적
5.3.1.5 수자원
5.3.1.6 어류 및 서식지
5.3.1.7 생태계
5.3.1.8 육상포유류, 양서류 및 파충류
5.3.1.9 기타
5.3.2 사회 영향 평가
5.3.2.1 커뮤니티 및 서비스
5.3.2.1.1 공사 이전
5.3.2.1.2 공사
5.3.2.1.3 운영
5.3.2.1.4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5.3.2.2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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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고용
5.3.2.4 교육 및 훈련
5.3.2.5 재정착, 토지획득 및 보상
5.3.2.6 인구통계학 변화
5.3.2.7 공공보건 및 영양
5.3.2.8 성별
5.3.2.9 직업적 건강과 안전
5.3.2.10 인종 그룹
5.3.2.11 취약 그룹
5.3.2.12 토지사용 변화
5.3.2.13 전통 생계 및 생산 시스템
5.3.2.14 천연자원 접근성(예: NTFP, 수자원, 수렵 지역 등)
5.3.2.15 현지 사업
5.3.2.16 기존 생산 활동(어업, 농업, 임업, 광물자원, 관광 등)
5.3.2.17 통신 및 운송
5.3.2.18 수자원 공급 및 상수도
5.3.2.19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 취약성
5.3.2.20 기타
5.3.3 문화 영향 평가
5.3.3.1 고고학
5.3.3.1.1 공사 이전
5.3.3.1.2 공사
5.3.3.1.3 운영
5.3.3.1.4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5.3.3.2 문화유산
5.3.3.3 전통 가치 및 라이프스타일
5.3.3.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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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시각 영향 평가
5.3.4.1 미학적
5.3.4.1.1 공사 전
5.3.4.1.2 공사
5.3.4.1.3 운영
5.3.4.1.4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5.3.4.2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s)
5.3.4.3 특별 풍경
5.3.4.4 기타
6.0 위험 평가
6.1 정성위험평가 내용
6.2 방법론
6.3 정성위험평가 결과
6.3.1 사전 공사 단계
6.3.2 공사 단계
6.3.3 운영 단계
6.3.4 해체, 폐쇄, 폐쇄 후 단계
6.4 정량위험평가 결과
7.0 누적 영향 평가
7.1 방법론 및 접근법
7.2 가치 생태계 구성요소(VEC) 결정
7.3 공간 시간 틀 결정
7.4 누적 영향 평가
7.5 관리 틀 수립
8.0 환경과 사회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8.1 ESMMP 요약
8.2 ESMM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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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공공협의 및 공개
9.1 도입
9.2 방법론 및 접근법
9.3 협의 활동 요약
9.4 프로젝트 범위 설정 동안의 협의 결과
9.5 EIA 보고서 작성 동안 협의회 결과
9.6 첫 EIA 보고서 초안에 대한 협의 결과
9.7 EIA 검토 동안의 협의 결과
9.8 진행 중인 협의를 위한 권고사항
10.0 개발 계획
10.1 계발 계획 요약(필요시)
10.1.1 유역 관리 계획 (수력 발전소 혹은 댐 프로젝트)
10.1.2 바이오매스 제거 계획(수력 발전소 혹은 댐 프로젝트)
10.1.3 재정착 실행 계획
10.1.4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10.1.5 생계 복구 계획
10.1.6 커뮤니티 개발 계획
10.1.7 취약 그룹 개발 계획
10.1.8 기타
10.2 참고문헌(EIA 보고서를 위한 기타 자료 및 특별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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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협의단
Department of Forestry
Mr Sousath Sayakoummane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Lao PDR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Center
Dr. Chansamone Phongoudomt
Deputy Director of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Center (NAFReC)

Mr Bounpone Sengthong
D/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Lao PDR

National University of Laos (NUoL)
Dr. Lathsamy Boupha
Vice Dean for Academic Affairs
Director, Wood Science Laboratory
Faculty of Forestry, NUoL, Don Dok Campus
Vientiane, Lao PDR

Somneik Souxay
Deputy Director
Production Forest Division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Lao PDR
Mr Esa Puustjärvi
Chief Technical Advisor
SUFORD Project,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Lao PDR
Lao Furniture Industry Company
Mr Thongsavanh Soulignamat
Managing Director
Lao Furniture Industry Factory
Vientiane Industry Zone, Lao PDR
Viengniyom Furniture
Mr Phongpaseuth Lorvanxay
Director Viengniyom Furniture
122 Thongkhankham Road
Thongtoum Village, Chanthabury District
Vientiane, Lao PDR

WWF
Ms Sidavone.Chanthavong
Forestry Officer
WWF Greater Mekong – Laos Country Programme
Vientiane, Lao PDR
Mr Sebastian Schrader
WWF Project Manager GFTN
Vientiane. Lao PDR
Lao Furniture Association (LFA)
Mr Khamphay Somsana
President, Khamphay Sana Group
Chairman, LFA
Ban Thongsangnang
Chanthabouly District
Vientiane, Lao PDR
Sone Sawmill and Factory
Mr Sone Chanthasarn
Owner and Manager
Sone Sawmills
Luang Pra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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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 Enso (Laos)/ Burapha
Mr Peter Fogde
Chief Operating Officer
Stora Enso (Laos)
Vientiane, Lao PDR

Oji Lao Plantation Forest Co Ltd
Mr. Eng Kungmanivong
Director of Oji Lao Plantation Forest Co Ltd
Vientiane, Lao PDR

Sayaboury Provincail Forestry Office
Mr. Sompong Chittavong
Deputy Head Forestry Section
Sayaboury Province

Sayabury Forestry Inspection
Mr. Phoutthaphone Lukcivi
Head of Forestry Inspection
Sayabury Province

Mr. Bountho Xayaphoum
Head of Forestry Unit
Sayaboury Province

Forest Resources Management Section
Mr. Senglath Vilayvanh
Deputy Head
Sayabury Province
Forestry Standard Division
Mr. Phomma Pathummavong

LouangPrabang Forestry Section
Mr. Bounchanh Lattanavongkot
Deputy Head of Forestry Section
LouangPrabang Province
Import and Export Section
Mr. Khamxailao Leutesa
Head of Import and Export Section
Sayabury Province
Huamjai Funiture Factory
Mr. Kittiphod Kangyothy
Managing Director
Paklai District Sayaboury Province
Khok O Furniture Factory
Mr. Yaem Saysavath
Managing Director
Khok O Furniture Factory
Sayabury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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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hanousith Homsombath
Senior Officer
Forestry Standard Division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Forest Rehabilitation and Plantation Division
Mr. Bounleing Singvichit
Acting Director
Forest Rehabilitation and Plantation Division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Ms. Khamoua Chanthalasy
Deputy Director
Forest Rehabilitation and Plantation Division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Planning and Cooperation Division
Mr. Bounsouane Phongphichith
Acting Director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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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for Small holders Plantation
Mr. Phuvieng Midala
Paklai District
Sayabury Province
Vanith Funiture Factory
Mr. Sisamouth
Managing Director
Sayaboury Province
Lao Biodiversity Association
Mr. Khampheng Phongkham
Head of Association
Vientiane Capital, Lao PDR

Mr. Phouthone Sophathilath
Deputy Director of
Planning and Cooperation Division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r. Oudom Sipaseth
Acting Deputy Director
Vientiane Capital, Lao PDR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
Mr. Vongdeuan Vongsiharath
Director General
Vientiane Capital, Lao PDR

REDD+ Office
Mr. Savanh Chathakummane
Direct of REDD+ Office
Department of Forestry
Vientiane, Lao PDR
Climate Protection for Avoided Deforestation
Mr. Thoungsoun Bounphasaysol
Program Officers
Viebtiane, Lao PDR
RECOFTC Lao
Mr. Bounyadeth Phouangmala
Country Coordinator
Vientiane Capital, L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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