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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뉴질랜드는 북섬, 남섬, 그리고 스튜어트 섬(Stewart Islands)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해수면에서 약 200m 아래에 위치한 대륙붕 지역까지 포
함된다. 현재 대륙붕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에 육지였
던 부분으로 뉴질랜드를 설명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지역이다. “질랜디
아(Zealandia)”로 불리는 육지와 대륙붕 지역은 강력한 조산 운동으로
인한 휴식기, 거대한 퇴적더미를 가진 해구 그리고 작은 외딴 분지 등 오
랫동안 다양한 지질 운동을 거쳤다. 또한 열대성부터 혹한의 빙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후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과거의 영향으로 인하여
뉴질랜드 암반의 분포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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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유럽계 후손 뉴질랜드인과 폴리네시아 정착민의 후손인 마
오리족이 공존하는 태평양 국가이다. 총 면적은 270,534㎢이며, 수도
는 웰링턴(Wellington)으로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79만 명이다.
인구의 약 75%가 수도 웰링턴(Wellington)이 위치한 북섬에 살고 있다.
뉴질랜드는 영어와 마오리어 두 가지로 언어가 나뉘며, 수화를 사용하기
도 한다. 화폐단위는 뉴질랜드 달러(NZD)를 사용하며, 주요 종교는 기
독교이다. 뉴질랜드 경제에 주요 기반이 되는 산업은 농업이며 제조업과
관광업 또한 발달하였다.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한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산, 호수, 해변, 온천)은 관광산업의 핵심인데, 이러한 모습들은 섬의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독특한 동식물상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다양
한 자연경관을 보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니에(Niue), 쿡 섬(The Cook Islands), 토켈라우(Tokelau)의 태평양
영토와 합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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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리
뉴질랜드는 화산 및 지진활동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는 남서 태평양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며
판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지각 변동에 의해 화산 및 지진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뉴질랜드는 태평양판과 호주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다. 뉴질랜드
북부와 동부 북섬에 있는 태평양판은 밀도가 높고 얇기 때문에 ‘섭입’의
과정을 통해 가볍지만 더 두꺼운 호주 판 아래로 이동한다. 남섬 내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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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는 알파인 단층(Alpine Fault)으로 표시되고, 여기서 판들은 수
평으로 서로 마찰을 일으킨다. 뉴질랜드 남쪽지역의 호주 판은 태평양
판 아래서 부터 힘을 받는다. 이러한 판의 이동은 북섬의 화산활동과 뉴
질랜드의 전역에 걸쳐 지진을 발생시킨다.

[그림 1. 2] 뉴질랜드 인근 판 분포

오르드랜드(Fiordland)는 매우 단단한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악 지역이
며, 그중 일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산들은
최근에 발생한 조산운동과 침식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남쪽의 알프
스 산맥과 북섬의 축이 되는 산맥들은 뉴질랜드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 산들은 주로 중생대의 “경사암”으로 알려진 단단한 사암과 이암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남부 알프스의 남쪽과 서쪽 지역은 편암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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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산의 증가는 약 1,500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지난 몇 백 만
년 동안 가속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증가한 산맥의 길이는 약 20,000m
로 추정되며, 현재 높이(4,000m)는 지속된 침식작용의 영향을 받은 것
이다.
뉴질랜드의 센트럴 오타고(The Central Otago) 지역은 평평하고 다
소 가라앉아 있으며, 주로 바위로 된 노두로 이루어진 편암 지형이다.
약 7천만 년 전에 이 지역은 해수면과 근사한 평지(Waipounamu)로부터
침식작용을 받았는데, 비교적 침식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 잘 보존되고
있다.
북섬 남쪽 지역의 상당 부분은 비교적 부드러운 3차 암석으로 이루어
져 있다. 지역 전반에 걸쳐 암석들은 일반적으로 “파파(papa)”라고 알
려진 푸른 잿빛의 사암이나 이암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띈다. 이들은 쉽
게 부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파른 경사면과 함께 산등성이의 독
특한 지형을 형성한다. 석회석과 같은 단단한 암석의 유형은 호크스 만
(Hawkes Bay)과 와이라라파(Wairarapa)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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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회암은 일반적으로 가파른 절벽을 형성하는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석회암은 물에 용해되어 바위 안의 접합점(Joint)을 따라 침식
이 일어나면서 특이하게 생긴 “카르스트” 지형을 만들어낸다. 싱크홀은
하천이 지하 수계로 유입되면서 표면상으로 하천이 사라진 곳이나 바위
의 용해로 인해 동굴 천장이 붕괴된 곳에서 발생한다. 석회암 지역에서
동굴은 흔하게 나타나며 수 km가 이어지는 동굴도 있다. 석회암 지형은
북섬의 테 쿠이티(Te Kuiti)와 남섬의 캔터베리(Canterbury) 남쪽과 북
서쪽 넬슨(Nelson)지역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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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나키(Taranaki)와 통가리로(Tongariro) 국립공원에 있는 오름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형인 반면, 북쪽의 평평한 고원 지역은 응
회암 흐름에 의해 형성되었다 오름은 오클랜드(Auckland) 지역과 플렌
티 만(Bay of Plenty), 그리고 북섬 일부 지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북반구의 북쪽 절반 지형 대부분은 지난 백만 년 동안 반복된 화산
활동으로 인한 화산재 퇴적물의 영향으로 변형되었다.
지난 200만 년 동안의 기후는 현재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빙하
들은 산에 거대한 U자형 계곡을 만들고 빙하기 동안 만들어진 산비탈에
서는 침식된 충적토의 선상지를 형성했다. 한 예로 캔터베리 평원(The
Canterbury Plains)은 녹은 빙하기 유빙 유수 퇴적물로 인해 만들어 졌
다. 간빙기 동안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위와 해안 충적층에 침식작용이
일어났다. 해수면의 연속적인 상승과 하강은 강 계곡과 해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구층을 형성했다. 해수면이 낮을 때 바람에 노출된 넓은 모
래지역이 사구로 날아들었고 북섬과 북섬의 서쪽 해안에 광대한 사구 지
역을 형성했다.
말 버 러 사 운 드 ( T h e M a r l b o ro u g h S o u n d s ) , 피 오 르 드 랜 드

의 예이다. 낮은 해수면에서 형성된 강과 빙하 계곡은 수위가 높아져 강
과 계곡의 물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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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후
남섬 대부분 지역과 서북섬 하단 지역에서의 연간 기온은 거의 평균
(연평균 0.5°C 이내)에 가깝다. 플렌티 만(The Bay of Plenty), 기
스본(Gisborne), 호크 만(Hawke's Bay), 그리고 북섬 지역의 와
이카토(Waikato), 마나와투-왕가누이(Manawatu-Whanganui),
넬슨(Nelson), 말버러(Marlborough), 버럴(Buller), 켄터베리
(Canterbury), 오타고(Otago) 내륙, 그리고 서부 해안을 따라 연평균
기온보다 높은 분포를 보인다.
2017년, 오클랜드(Auckland) 일부 지역과, 와이카토(Waikato), 플
렌티 만(The Bay of Plenty), 캔터베리(Canterbury) 연안, 오타고
(Otago) 북쪽 해안 지역의 연강우량은 평균보다 높았으며(연평균의
120-149%),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섬 지역과 오타고 내륙 지역의 강우
량은 연평균 강우량보다 낮았다(연평균의 50-79%). 뉴질랜드의 나머
지 지역에서는 평균적인 강우량을 보였다(연평균의 80-119%).
2017년 초에는 북부와 동부 북섬의 평균 토양 습도가 낮거나 매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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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으나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발생한 여러 차례의 호우에 의해 완화
되었다. 4월 동안, 남섬 동부의 토양 습도는 평균보다 높았으며 겨울,
봄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라니냐(La Niña)의 영
향으로 인해 서남섬의 토양 수분이 평균적인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11월과 12월에는 매우 낮은 강우량으로 인해 전국 평균 토양 습도보다
낮았다. 뉴질랜드 가뭄 지수에 따르면 16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기상
학적 가뭄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간 일조량은 주로 뉴질랜드 전역에서 평균적인 수치(연평균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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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를 보였으며, 몇몇 지역은 평균 이상의 일조량(연평균의 110124%)을 보였다. 넬슨 전체 지역은 2017년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연간 일조량을 보였다(2,633시간).

[그림 1. 3] 월별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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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 월별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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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치 및 정부 구조
뉴질랜드는 의원 내각제가 있는 입헌군주제이다(현재 엘리자베스 여
왕 2세). 여왕은 뉴질랜드 총독인 Dame Patsy Reddy에 의하여 뉴질랜
드를 대표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특정 정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도록
하는 혼합형 비례대표 투표 시스템을 사용한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는
정당은 보통 다른 정당과의 연합 또는 협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책임 정부’ 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책임 정부는 하원으로
먼저 선출된 장관들로만 구성될 수 있으며, 정부는 하원에서 과반수의
의원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의 신임을
가진다는 말과 같다. 뉴질랜드의 정부 시스템은 3개의 기관에 의해 ‘권
력분립’이 이루어져있고, 각 기관에 대한 힘의 균형을 조율할 수 있다.
입법부는 하원(비례대표가 참석하는)이며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의
회는 정부에 비례대표를 지원하고, 법안의 발의, 검토, 토의를 실시한
다. 또한 정부의 세금부과와 지출 승인 및 감사의 역할을 하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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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행정부는 나라를 운영하고 뉴질랜드가 예산을 무엇에 어떻게 써야 하
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는 제안된 법을 의회에 제기하고,
정부기관들에 의해서 시행될 정책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행정부는 정부
기관들에 의하여 지지받는 각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는 법원이다. 판사들은 법정에서 다뤄질 사건에 대하여 듣고 결
정함으로써 법률을 해석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검토한다.
뉴질랜드의 하원은 혼합형 비례대표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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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의 유권자는 투표권을 2개 가진다. 하나는 의회의 지방 의원을
뽑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호하는 정당을 뽑는 것이다. 정당은 총선거
에서 정당 투표를 통해서 각각의 정당이 얻은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의
회의 의석수를 가진다.

1.4 경제
뉴질랜드는 자유시장 원칙을 추구하는 개방 경제를 따르고 있다. 지난
30년간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ag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경
제체제에서 가장 규제가 적은 경제체제로 변화했다.
향상되고 고도화된 농업 기술, 비옥한 토양을 비롯한 우수한 외부 조
건은 전원, 임업 그리고 원예 활동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원자재 기반 상품들이 전체 수출의 절반정도를 차지
하며, 세계 5위의 유제품 수출국 중 하나이다.
뉴질랜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출 주도 경제 체제이다. 주요 수출 이외에도 대규모

화 제작 그리고 와인 부문 또한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미친다.
뉴질랜드의 중앙은행 Reserve Bank는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잘 관리되어 인플레이션이 낮은 편이
다. 또한 환율이 유연한 편으로 자금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데 있어서
통제나 제한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뉴질랜드는 수출성장은 둔화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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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나, 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활발한 관광 수요 증가와 유제품 수
출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성장은 계속 될 것이다.” 라며 2018년까지 약
3%의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과거 뉴질랜드 경제는 2008년, 2009년의 경기 침체 이후 견고한 회복
세를 보였으며, 매년 성장률은 2010년 3월부터 평균 2.1%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9월 말,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2.7%에 달했는데, 이
는 건설, 활발한 관광산업, 우수한 무역조건 덕분이었다. 언급한 분야
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8년에는
2.9%, 2019년에는 3.6%의 성장을 예측하였다.
뉴질랜드 주식시장은 경제가 기대보다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2017년
에 22% 정도 증가하였다. GDP 성장률은 높은 인구이동, 급격한 관광
업의 성장, 활발한 건설 활동,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2018년에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높은 상승세에도 불구
하고, 기업 수익의 증대와 높은 배당수익으로 인해 유지하는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 장기 금리에 비해 뉴질랜드 주식은 계속해서 높은 가치를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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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뉴질랜드가 거래하는 상위 10개의 무역 상대국들을 순
서대로 나열하면 호주, 중국, 유럽 연합,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이다. 정부는 유럽과 중동, 라틴 아메리카를 포
함한 새로운 지역들과의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는 다양한 제품들을 폭넓게 수출하고 있지만, 원자재 기반 제품들의 비
중이 높은 편이다. 수출 품목들은 뉴질랜드의 수출업자들이 와인과 가
공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추구함에 따라 점차 더 다양화 되고
있다.

Part. 01 일반현황

1.5 사회문화 일반
1.5.1 문화적 특징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서구 문화권 국가이며, 문화는 독특한 환경과
지리적 고립, 마오리족의 문화적 특징과 뉴질랜드의 영국 식민지화에 의
한 다민족 이주민의 급증 등에 영향을 받았다.
폴리네시아인 탐험가들은 1250년에서 1300년 사이에 섬에 도착했다.
이후 폴리네시아인들의 정착기 동안 마오리 문화가 폴리네시아에서부
터 발전해나갔다. 마오리족은 각기 다른 부족을 이루고 요새화된 마을
을 지었으며, 사냥 및 낚시, 상업, 농업, 예술, 무기 등 다양한 분야들을
비롯하여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었다. 유럽국가와의 접
촉은 1800년부터 이루어 졌고 특히 1855년부터는 영국인들의 이주가 빠
르게 진행되었다. 해외 이주민들은 기독교, 영어, 수학, 문해 능력 등을
마오리족에 전파하여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40년에 마오리족 족장들은
부족이 해외 이주민들과 평화롭게 살게하기 위하여 와이탕이(Waitangi)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전쟁이 1845년에 발발하였고 마오리
족은 토지의 약탈, 매매에 의하여 땅을 잃었다. 마오리족은 그들만의 정

리족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고수했다. 영국으로부터의 많은 이주민으
로 인해 마오리족의 사망률은 높아졌고, 마오리족 여성들의 출산율은 저
조했으며, 원주민 인구수가 1850년에서 1930년 사이에 큰 폭으로 떨어
지며 마오리족은 소수민족이 되었다.
유럽에서 건너온 뉴질랜드인들(파카-Pākehā)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인 영국과 강력한 문화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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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대영제국의 몰락으로 약화되었
고, 영국의 육류와 유제품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파카들은 뉴질랜드의 독특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
축하기 시작했다. 파카(Pākehā) 문화는 전쟁 후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
며, 마오리문화와 파카(Pākehā)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속
적인 노력으로 이중문화주의와 와이탕이(Waitangi)조약이 20세기 말,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세계화와 이주로 인해 태평양 제도와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에 뉴질랜드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폴리네시아인들의 축제인 파스피가(Pasifika)로 인하여 마오리
족 문화보다 폴리네시아인의 문화가 더 크게 자리잡았다.
뉴질랜드는 와이탕이(Waitangi) 기념일과 앤잭(ANZAC) 기념일을 국
가공휴일로 정하고 또한 각 지역이 생겨난 날과 그 주변 기간 역시 공휴
일로 지정하였다. 뉴질랜드는 “신이 여왕을 구하네”, “신이 뉴질랜드를
수호하네” 라는 두 공휴일 추모곡을 똑같이 만들고, 후자는 마오리언어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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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어 가사가 번갈아 가며 불린다. 많은 시민들은 민족 간의 구분을 최
소화하고 그들 스스로를 뉴질랜드인 혹은 키위즈(Kiwis)라고 부르고 있
다.
뉴질랜드는 영어, 테카 리오 마오리(마오리 언어), 그리고 뉴질랜드
수화의 3가지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마오리 언어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어만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민족적 다양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3개의 언
어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언어들이 존재한다.
기존 마오리족은 다신교였다. 한 예로, 그들이 믿는 여러 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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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푸(공포와 금기의 신)였는데, 이는 부족장과 부족의 제사장인 토
훈가(tohunga)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
한 목적도 있었다. 몇몇 초기 뉴질랜드의 유럽 정착민들은 대부분은 영
국 국교회와 개신교, 천주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의 영향으
로 1830년대부터 많은 마오리족들이 지속적으로 개종했다. 19세기 내
내 마오리의 전통적 믿음을 기독교와 섞으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렇게 만들어진 종교는 파이마리레(Pai Marire), 링가투(Ringatu), 그리
고 20세기 초에 등장한 라타나(Ratana)가 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예
언가를 중심으로 한 종교였다. 이러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신도들을 모
집하였고, 2013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50,565명의 사람들이 라타나
(Ratana) 신자들이며, 16,419명의 사람들이 링가투(Ringatu) 신자들,
1,689명의 사람들이 마오리 전통종교를 믿는다고 답했다. 교회를 다니
는 많은 마오리인들과 특정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타푸를 믿는다.
파카(Pākehā)는 20세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종교를 믿는 신자 수가
줄어들었다. 1920년대, 파벌주의와 반가톨릭적 편견이 매우 심했지만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주요 교회들이 서로 협력했다. 교회와 종교단체들

다.
2013년에 기독교(마오리식 기독교를 포함한)를 믿는 사람들의 수
는 1,906,398명으로(조사자 중 48.9%), 이는 2006년에 조사된
2,082,942명(조사자 중 55.6%)에서 줄어든 수치이다. 비기독교를 믿
는 신자들의 수는 2006년 인구조사보다 증가했다. 2013년 기준, 힌두
교 신자들의 수는 88,919명, 이슬람교도들은 46,149명, 시크교도들은
19,191명이다. 무교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06년에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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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증가했다. 1,635,345명의 뉴질랜드인이 무교라고 답했으며, 이
는 조사자 중 41.9%에 달했다.

1.5.2 사회적 특징
마오리(Māori) 사회는 혈통(와카파파-Whakapapa)으로부터 비롯
된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회다. 여전히 파카(Pākehā)를 기준으로 계층
화 되어있긴 하지만 과거 전통적으로 고수되던 계급사회와는 달라졌다.
예를 들어 마오리 하원의원 중 많은 숫자가 마오리 부족장 가문에서 나
온다. 그러나 수많은 마오리족들 중 부족장 가문이 아닌 사람들도 그들
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 높은 지위를 성취해 내기도 한
다.
1980년대까지는 뉴질랜드가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알려졌다. 왜냐하
면 부자인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편이 아니었
기 때문이다. 권력인사들에 대한 대우 부족, 활발한 계층이동, 영국인들
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이루는 노동 계층의 삶, 노동조합주의를 장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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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진보적인 노동법, 국영 주택 그리고 다른 국가
들보다 뉴질랜드에서 먼저 시작된 복지정책들이 그 증거이다.
뉴질랜드의 평등주의는 개인적인 야망과 성취를 단념시키는 것이라고
비난받았다. 뉴질랜드인들은 겸손을 중요시하고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
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능 있고 성공
한 사람이더라도 싫어한다. 이러한 태도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성공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을 묘사하는 키 큰 양귀비증후군에 스스로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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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인종으로 계층이 구분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마오리족
과 다른 폴리네시아인들이 파카(Pākehā)보다 소득이 낮고, 삶의 질과
교육이 수준이 낮으며 낮은 계층의 직업군을 가진다.
뉴질랜드의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은 1980년대와 1990년
대 사이에 제 4 노동당 정부의 경제개혁과 이를 계승하는 제 4 정부 때부
터 영향을 받았다. 국제 자본과 무역, 광고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때
문에 문화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뉴질랜드인들은 전에는 몰랐던 다양한
상품과 프랜차이즈를 알게 되었다. 해외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
아, 상업 라디오와 TV방송국이 빠른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역 제조업
(Local manufacturing)은 값싼 수입품의 영향으로 많은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았다. 이러한 개혁은 뉴질랜드인 사이에서 부유계층과 가난한 계
층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냈고 가난한 계층민의 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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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 산림 및 임업
2.1 시기별 변화
2.1.1 초기
뉴질랜드의 임업역사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는 갈등과
논쟁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갈등과 논쟁, 국가의 천연림이 과거 1,100
년 동안 두번의 식민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임업은 뉴질랜드의 주요
경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4년 뉴질랜드의 산림구성은 아래 표 2. 1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표 2. 1] 뉴질랜드 산림구성 및 면적

면적(백만 ha)

비율(%)

국토 면적

27.1

100

6.3

23

1.8

7

천연림
(대부분 보호 및 보존)
인공림
(대부분 도입종으로 구성)

초기 정착민들(폴리네시안)은 약 1,100년 전에 뉴질랜드에 정착했고
그 당시 뉴질랜드의 천연림 비율은 75%를 넘었다. 이후 1,000년에 걸
쳐 그들은 약 1/3의 산림에 불을 질러 개간했다.
두 번째 유럽인들의 정착은 약 200년 전에 시작됐다. 유럽 정착민들
은 농업에 필요한 농지 개간을 위해 산림의 1/3을 추가적으로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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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 대한 전통적인 유럽 정착민들의 인식은 산림이 개발에 있어서 장
애물이라는 것이었다. 산림은 무한한 자원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화
전이 활발하였으며 목재는 편의에 따라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산림의
10% 정도만 목재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소실되었다.
산림 자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187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건조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미래목재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 1874년과
1908년 사이에 일련의 산림 보호법들이 등장했고 비록 잠시지만 작은 산
림부(1885-1888)도 설립하게 되었다.
1896년에는 더 많은 목재수출을 추진하도록 설립된 정부 후원 목재회
의는 수출에 적절한 목재자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
다. 이는 토지조사부의 토지조성부서 설립으로 이어졌다. 다음 25년에
걸쳐 토지 조성부서는 15,000 ha의 농장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었지만 그
권한은 천연림으로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1913년에는 미래의 천연림과 국가 목재공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
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져서 정부는 산림에 대한 왕립 위원회(Royal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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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f Forestry; RCF)를 세웠다. 왕립위원회(RCF)는 천연림
자원이 한계가 있으며 천연림 자원의 사용방법이 낭비적이며 일반적으로
토착종들은 조림용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또한 미래의 목재
수요는 수입하거나 대규모의 외래종 식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아울러 정부산림청(State Forest Service; SFS)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나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뉴질랜드 정부산림청(SFS)은 1919년이
되어야 비로소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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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0세기 초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이러한 시각이 점점 늘어나면서 산림 자체
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국토 조사부(The Department of Lands
and Survey; DLS)의 조림산업부는 오늘의 북유럽에서 흔한 품종의 조
림에 집중하며 조림된 수종들의 구체적 용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수종들이 잘 자라지 못하여 정책 자체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1913년 왕립위원회(RCF)는 조림지가 건축과 포장 같은 실용적 용도
로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왕립위원회(RCF)는 라디에
타 소나무(Pinus Radiata )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당 수종을 더 많이 심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라디에타 소나무만 점차 우세를
떨치며 현재 뉴질랜드의 조림지에 심겨졌다.
이 사업의 첫 담당자인 Macintosh Ellis는 강한 추진력과 동력을 가진
캐나다인이었다. 그는 국가의 천연림 자원을 재검토하고 목재 판매 방식
을 수정하였으며, 향후 30년의 목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상된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35년까지 12.5만 ha의 조림 목표를 세웠다. 조

부문의 노력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산림을
가꾸기 위한 육림활동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며 1935년에는 조림지의
나무를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조림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Ellis는 산림생산품부서를 설립하고 그곳에
공학자, A R Entrican을 임명하게 된다. 연구는 모든 목재 사용에 대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당시 심고 있는 산림 자원의 활용에 기초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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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차 세계대전 이후
Ellis에 의해 생긴 산림에 대한 열의는 대공황 시기에 사라져 버리고
1939년 A.R Entrican을 담당자로 임명될 때까지 다시 생기지 않았다.
Entrican의 주요한 관심은 처음 조림열풍으로 생긴 자원들을 사용하는
데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보다 더 나은 산림관리가 교육과 훈련, 토양보존과 보호, 산림 관리와
국립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훨씬 더 깊숙이 번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Entrican은 민간 부문의 산림관리와 관련한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후 처음에는 퇴역군인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산림훈련
원이 만들어졌다. 훈련원은 임업 분야의 강좌들과 활용기술에 대한 전문
적인 훈련을 제공하며 로토루아(Rotorua)에 설립되었다. 산림관리에 대
한 공식적인 훈련이 뒤이어 등장했고 적절한 과정에서 거주민을 대상으
로 하는 견습생 제도(Woodsman Training)가 뉴질랜드 세 개의 센터에
서 만들어졌다.
1946년에는 뉴질랜드에 산림관련 학교가 없었기에 학생들은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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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위해 해외로 보내졌다. 이후 1970년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에
서 처음으로 임업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천연림은 10년 동안(1946-55)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실시되었고 목재
자원과 환경에 대한 기초정보를 축적하였다. 이때 수집된 정보의 일부는
국가가 천연림에서 탄소제거수치를 측정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천연림의 자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림청은 미
래의 목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림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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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이미 1920년대에 시작된 연구 단계에서 계획
이 세워졌고 그 계획들은 전쟁 바로 전에 조림지 목재로 할 수 있는 것
을 보여주는 제재소의 설립을 위해 제시되었었다. 로토루아(Rotorua)에
있는 와이파(Waipa)와 타파누이(Tapanui)에 있는 코니컬 힐(Conical
Hill)의 두 제재소는 국가에서 가장 큰 제재소였다. 이 제재소들은 산림
자원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사람들이 익
숙해있던 값싼 가격으로 관리되는 고품질의 자연목재를 사용하지 못하
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에는 새로운 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와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
재가 양적으로 같았다. 그러나 1978년에는 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가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재보다 7배가 더 많았고, 1984년에는 14배, 2003
년에는 213배나 더 많게 되었다.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북섬의 중부지역의 광범위한 조림지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을 따랐는데, 여기서는 민간부문이 많은 부분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1940년 이후 급속한 발전이 있었고 현재 판자와 펄프, 제

고 있다.
Ellis와 Entrican은 또한 연구의 가치를 알아보았지만 광범위한 연구
센터를 위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1948년 전쟁이 끝난
후였다. 그 후 산림관리와 목재 활용의 모든 면을 다루는 기관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국가산림조사는 무분별한 토지이용과 외래야생동물로 인한 토지 침식
이 발생하고 있는 산지와 목초지 상황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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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토양 보호국은 농지를 더 잘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942년에
설립되었다. 여기서 1956년 산림청의 역할은 주로 야생동물의 통제였는
데 이로 인해 사냥을 취미로 하는 단체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얼
마 후, 산림과 방목 실험소(Forest and Range Experimental Station;
FRES)가 고지대 관리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1.4 2차 임업 부흥기
1960년경 산림청(NFS)은 미래 목재제품에 대한 국가의 수요와 공급
을 조사했다. 산림청(NFS)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조림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인 수출 흑자가 20세기 말에 국내 공급부족을 일으켰음을 발
표하였다. 이에 추가 조림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체 조림지가 백
만 ha가 이르고 매년 12,500ha의 조림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1973년에는 4만 ha의 조림이 시행되었고, 1984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였
다.
목표달성은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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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낭비와 부족에 대한 고려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69년
과 1974년의 임업개발회의(The Forestry Development Conferences;
FDC)에서 처음으로 산림을 경제적으로 성공가능하고 적법한 수출 지향
적 토지 사용처로 인식하였다. 1962년에 조림을 실시한 토지 소유주들
은 대출과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수익성이 매우 높은 일
본산 목재의 거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임업이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선견지명을 가지고 나무를 심은
조상들을 둔 농부들은 갑자기 번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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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새로운 조림사업의 수종은 주로 모두 라디에타 소나무가 대부분
이었는데, 이는 곧 정책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적절한 토지와 교통,
지역 수출 지향적 산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국가와 민간부문에 의해 대부분 산림 조성되었다.
산림이 팽창하는 규모와 속도는 고원지대의 목축업자 사이에서 큰 불
안감을 야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원지대에서는 임업, 평지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급성장한 또 하나의 산업인 원예업과 경쟁하면
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여겼다. 도시 및 국가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TCPA)을 통해 두 지역을 제한하는 끊임없는 노
력이 있었으나, 목축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시골의 고지대를 다르게 사
용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위의 시도들은 실패했다.
2차 임업 부흥기의 결과로 생산된 원목들은 점점 생산량이 증가하며
1990년대에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 시기까지 뉴질랜드는 몇몇 소
수의 특수한 수요처를 제외하고는 목재 제품을 충분히 자급하고도 남을
정도였다.
라디에타 소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산림 시업에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

족하면서 자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으며 어떻게 그 목적
을 달성할까라는 1980년대 초기 이러한 문제들은 라디에타 소나무 대책
위원회에 의해 수익성 있는 시장을 파악하고,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조
림 제도를 설정하고, 산림 관리자들이 그들의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
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끔 유도했다.
성장모델과 산림육성체제와 제재방식에 대한 분석에 상당한 노력을 기
울였다. 수십 년 전에 처음 논의되었던 넓은 간격으로 심는 것과 낮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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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오랫동안 알려졌다. 분명한 목적 하에서, 나무는 여러 조건들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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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작물수확에 대한 집중 가지치기와 간벌은 이제 표준관행으로 채택되
었다. 많은 산림소유주들은 가지치기가 된 원목에서 무결점재를 생산하
는데 계속 투자하고, 무결점재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구조용재와 펄프, 제지 그리고 가공제품과 판넬 제품 등의 다른 제품들
은 나무의 나머지 부분에서 생산되었다.

2.1.5 1960∼1980년대
뉴질랜드의 임업은 아마도 임업 역사상 어떤 시기보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가장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의 인식은 산림을
유지하고 점점 감소하는 자연자원에 대안으로 목재를 제공하는 것이었
다. 이는 1960년대까지는 대체로 달성되었다.
당시 국유림을 파괴하거나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국유림이 어떻게 사
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인식이 나타났다. 압력단체의 압력이 극에
달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보호주의자들은 천연
림에서 수확을 하지말자는 것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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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의 노동당 정부는 천연림에서 생산을 서서히 줄이도록 약속했
다. 당의 1995년 선거공약은 왕실소유의 천연림으로부터 어떠한 생산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2002년에 달성되었으며 문제가 된 천연림
은 보호국(Department of Conservation; DOC)으로 양도되었다. 뉴질
랜드는 벌채가 지속적으로 승인받은 산출관리계획과 허가에 따라 수행
되기 때문에 천연사유림에서 벌채량은 매우 적다.
1984년의 노동당은 산림조성에 훨씬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의 모든
상업적 기능을 사유화하려는 정책은 뉴질랜드 산림청을 해체하고 이전의
국유림 벌채권의 판매와 관리권한을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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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과정의 기본정책은 입찰자들이 후속가공에 투자를 정당화 할 만
큼 충분한 목재 자원이 있어야한다는 것이었다.
벌채권 구매자들은 산림자원의 소유권을 매우 다양화시켰고 후속가공
의 투자를 위해 새로운 자본을 들여왔다. 그러나 가공을 위해 새로 들여
온 자본의 양은 정부의 바람과 점점 증가하는 목재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국가조림지를 구매한 일부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관리를 받을 처
지에 놓였다.
1984년 정부의 또 다른 영향은 임업에 매우 불리한 과세체계의 도입이
었다. 이로 인해 국가조림지의 판매와 더불어 새로운 주인들은 그들이
구매한 토지의 지대를 갚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목재판매 이외에는 생
각할 수 없었고 새로운 조림지 조성이 거의 중단되었다. 이는 1991년에
수정되었으며, 시장가격의 향상 및 산림 투자의 가치 인정을 통해 세금
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제 3차 조림 부흥기이라 일
컬어지는 새로운 조림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때 이후 임산업의 중심은 가공으로 이동했다. 추가적인 가공능력의
향상은 새로운 가공작업방법보다 공장의 확대와 현대화의 형태로 이루
발을 느리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었다. 에
너지 공급의 신뢰성 감소와 비용 증가는 가공에 대한 투자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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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이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자원관리법이었는데, 이 법은 녹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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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3차 조림 부흥기(1990년대)
1993년부터 약 2002년까지 새로운 조림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은 비
법인 산림관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대 부흥기 때, 새롭게 조림한 면
적은 1994년에 9.8만 ha에 이르렀으며, 기존 조림면적의 2배가 넘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소규모의 개인투자자들과 연금 개념에서 임업의
장기적 가능성을 인식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초래되었다.
3번째 조림 부흥기의 대상지는 주로 과거에 농업용도로 사용되었던 목
초지였는데, 이는 농업에 부적합한 땅만이 조림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
전 조림 부흥기 때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것은 입목의 성장률과
목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존의 대부분 조림사업은 간벌이나 가지치기와 같은 집약적인 숲가꾸
기를 상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조림업체는 뉴질랜드에서의 조림은 향
후 기능성 목재 제품(Engineered wood products) 중심의 미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저가의 목재 섬유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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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에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낮추었다.

2.1.7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조림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원인은 괄목할만한 농업부문 경기
상승으로 인한 토지가격 및 타 토지이용으로부터의 수익 상승, 주요 시장
대상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산림상품 수익의 감소 및 일부 임산업계에 있
어서의 재정적 압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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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에서 조림지역은 농업적인 용도 또는 생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로 인해 2010년의 중반,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순입목
지가 감소하였다.
토지전용은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입, 자유로운 현금 유통, 그리고 교
토협정의 영향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에 의해 야기되었다. 산림을 매매
하려는 산림소유주들과 함께, 다른 새로운 소유주들이 산림을 구매하고
비-라디에타 소나무 조림지의 자원을 확장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이는
투자대상으로서의 임업에 대한 시각과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들의 투자
기간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 이면에 2차와 3차 조림 부흥기가 성황을 이루게 됨에 따른
수확량의 급속한 증가가 있었다. 1986년에는 1,000만 ㎥, 1993년에는
1,500만 ㎥, 그리고 2010년에는 3,100만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
다. 국내소비는 아주 고정적이기 때문에, 수확량의 증가로 인한 증대된
생산량은 어떤 형태로든 수출되어야 할 것이다.
재배임업은 정상적인 토지 이용으로 간주되었으며, 도시 및 국가계획
법(TCPA) 아래, 임업에 차별을 두는 사람들은 자원관리법(Resource

차별은 최근 농업에 사용될 용수를 임업에서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건조한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주장들의 유효성은 자원관리법
(RMA)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조림지들은 점점 더 풍경의 일부와 투자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에, 산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다양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목재생산은 산
림의 주요 목적이지만, 추가적으로 환경보호와 쓰레기 처리, 휴양과 탄
소저장과 같은 사회의 다른 목적도 충족시키도록 기대된다. 많은 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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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산림책임심의회(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와 같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인증과 검증의 과정을 거친
다. 조림지의 거의 절반과 토착생산지의 대다수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인증을 받았다.
새로운 세기와 함께 바이오안보(Biosecurity)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
장했다. 이 단어는 새로운 해충과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임업과 농업에
잠재적인 영향을 가진 질병에 대한 뉴질랜드의 취약성 전반에 걸친 인식
을 의미한다. 감시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졌으며, 특히 항구와 공항 주
변, 수입품의 하역장에서 강화되었다. 많은 경우에 해충의 침입에 대비
하여 광범위한 박멸 프로그램과 극단의 경우에는 항공 살포로 대응했
다. 국경을 넘는 상품의 양과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감시는 점점 더 복잡
해지고 있다.
미래의 난점은 증가하는 수확량에 대한 계획과 가공 및 판매 마케팅,
임업과 뉴질랜드 사회와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산림이 잘
자라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 임업 분야에서는 500만 ha의 조림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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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수출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 전망을 실현시킬
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준비되지 않았다. 임업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
지고 있지만,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도약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추
정하는 것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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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 및 임업 현황
뉴질랜드는 전 세계 산업용목재의 1.1%와 임산품의 1.3%를 공급하
며 국제 산림산업에서는 작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내에서 임
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임업은 약 50억 달러(US)의 연간 총수입과
뉴질랜드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3%에 기여
하며 약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임산품들은 유제품과 육류의 뒤를
잇는 3번째로 큰 수출 소득원이다.

2.2.1 인공조림지(Exotic plantation forests) 현황
임업은 뉴질랜드의 토지 면적의 약 7%에 달하는 175만 ha에 이르
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인공 조림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 그중 라디에타 소나무는 인공조림지의 90%를 구성하고, 더글라
스 퍼(Pseudotsuga menziesii)는 6%, 그리고 나머지는 유칼립투스
(Eucalyptus glubulus)와 다른 종들이 차지한다.

조림지

으로 추정된다. 전체 산림은 평균 17년의 임령을 가지고 있으며, 산림
재적은 5억 1,900만㎥로 추정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인 신규조림지 추정치는 4천ha이며,
2018년 국가 인공조림지 연보(National Exotic Forest Description;
NEFD)에서 수정될지 모른다. 라디에타 소나무는 조림지의 90%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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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2017년 뉴질랜드 산림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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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 연간 영급에 따른 산림면적

표 2. 2는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한 통계수치뿐만 아니라 2017년 4
월 1일부로 주요한 국가 임업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연간 영급에 의한
산림면적의 분포가 그림 2. 2에 제시된다. 임령이 증가함에 따라 23년
이상의 지역에서 보이는 감소는 수확을 나타낸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992년과 1994년 사이에 심겨진 19년에서 25년 된 방대한 산림지대이
다. 이 산림은 수확기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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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 국가 인공조림지 통계
As at
1 April 2015

As at
1 April 2016

As at
1 April 2017
1,706,429

Forest Area
Net stocked area (ha)

1,717,715

1,704,747

Harvested area awaiting restocking (ha)

53,903

50,491

48,470

Total forest area

1,771,618

1,755,238

1,754,899
519,297

Growth characteristics
Standing volume (천 m3)

501,716

501,460

Average standing volume (m3/ha)

292

294

304

Area-weighted average age (years)

17.08

17.08

17.39

Area by species

-

-

-

Radiata pine (ha)

1,544,480

1,532,734

1,535,510
103,726

Douglas-fir (ha)

104,999

104,173

Cypress species (ha)

10,123

101,470

9,855

Other softwoods (ha)

22,361

22,743

22,539

eucalypts (ha)

23,260

23,182

22,307

Other hardwoods (ha)

12,493

11,775

12,492

Radiata pine area by tending regime
Pruned with production thinning (ha)

17,538

158,197

154,427

Pruned without production thinning (ha)

637,597

619,747

595,958

Unpruned with production thinning (ha)

33,329

39,675

53,844

Unpruned without production thinning (ha)

700,016

715,116

731,282

Planting statistics

Year ended
Year ended
Year ended
31 December 2014 31 December 2015 31 December 2016
New planting3
2,500

3,000

2,500

Restocking (ha)

41,353

39,948

40,610

Harvesting statistics

Year ended
31 March 2015

Year ended
31 March 2016

Year ended
31 March 2017

Area-weighted average clear fell age for
radiata pine (years)

28.4

29.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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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estimated new planting (ha)

Estimated planted forest roundwood removal (천 m3)

29,660

29,068

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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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sting
Area clear felled – all species (ha)

49,896

45,348

44,770

Area clear felled – radiata pine (ha)

46,045

42,567

42,298

Volume clear felled – all species (천 m3)

26,492

25,008

24,512

Volume production thinned – all species (천 m3)

325

419

328

Total volume removed – all species (천 m3)

26,817

25,427

24,840

Average clear fell yield – all species (m3/ha)

537

552

555

Volume clear felled – radiata pine (천 m3)

25,036

23,851

23,433

Average clear fell yield – radiata pine (m3/ha)

544

560

554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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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종 분포, 재적량과 뉴질랜드의 조림지 소유권
전체 산림 중 조림지의 면적은 171만 ha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표 2. 3), 재조림 예정 지역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림지 면적은 175만
ha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면적은 2006년에 500ha 미만의 미미한
감소를 보인다. 또한, 그림 2.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감소
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2. 3] 뉴질랜드 조림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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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전체 산림면적

Area
awaiting
replanting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5,308

54,325

62,063

51,869

44,642

47,173

50,491

Net
Stocked
Area

1,737,590 1,719,465 1,720,839 1,728,499 1,733,432 1,717,550 1,704,747

Total
forest
area

1,792,898 1,773,790 1,782,902 1,780,368 1,778,074 1,764,723 1,7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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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 연간 임령별 조림지 면적

Age

Area(ha)

Age

Area(ha)

Age

Area(ha)

1

38,275

29

17,922

57

520

2

42,508

30

18,366

58

134

3

43,287

31

19,847

59

136

4

47,355

32

17,856

60

92

5

58,895

33

15,222

61

40

6

55,343

34

10,806

62

54

7

41,225

35

9,135

63

70

8

35,551

36

7,757

64

96

9

33,798

37

6,224

65

115

10

35,715

38

4,666

66

27

11

32,997

39

5,601

67

374

12

38,254

40

3,349

68

69

13

46,794

41

2,488

69

38

14

55,416

42

2,316

70

53

15

59,425

43

2,043

71

17

16

63,698

44

1,329

72

37

17

65,192

45

963

73

62

18

67,140

46

749

74

8

19

75,097

47

1,256

75

17

20

84,967

48

950

76

9

21

99,210

49

691

77

144

22

94,209

50

352

78

24

23

111,841

51

496

79

43

24

77,201

52

521

80

452

25

63,299

53

771

26

31,533

54

181

27

27,059

55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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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6,204

5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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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 목재공급지역별 산림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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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 영급별 목재공급지역에 대한 조림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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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는 뉴질랜드의 영급별 9개의 목제 공급지역에 대한 조림지
의 면적 분포를 보여준다. 모든 영급에서 북섬의 중앙지역이 제일 넓
은 조림지를 형성하고 있다. 북섬 중앙지역은 1-5년생 수목의 경우, 해
당 영급 내에서 약 40%(95,086ha)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영급에서는
33%(567,478ha)를 차지한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그림 2. 6] 영급별 품종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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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 종별분포

그림 2. 6, 2. 7에서 제시된 것처럼, 라디에타 소나무는 뉴질랜드에서
조림지의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우세종이다. 더글라스 퍼는 뉴질랜드
내에서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면적비율이 6%정도 차지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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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오타고(Otago)와 사우스랜드(Southland)
(27%), 캔터버리(Canterbury)(17%)지역에서 높은 조림비율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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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8] 라디에타 소나무의 관리방법별 분포

그림 2. 8은 라디에타 소나무가 조림된 산림의 약 50%(750,385ha)
정도는 가지치기가 시행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간 하
락한 것이며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일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간
벌을 실시한 라디에타 소나무 조림지는 작년보다 약 13%정도 약간 감소
했다. 간벌을 실시한 산림은 지난 10년에 걸쳐 하락했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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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소유현황을 보면, 약 1,750명가량이 40 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대다수가(95%) 40 ha에서 999 ha 사이의 산림을 소유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국가산림지의 14%를 차지한다. 반면 5%는
1,000 ha이상을 소유한 산주들로 뉴질랜드의 전체 인공조림지의 69%
에 해당한다. 40 ha이하 소유 산주 수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만 명 이상
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산주들이 소유한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632,534 ha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의 인공
조림지의 96%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그림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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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9] 산림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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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급과 목재생산지역별 산림면적

다음은 뉴질랜드의 조림 종에 대한 지역별 면적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
여준다.

[그림 2. 10] 영급, 지역별 산림면적 분포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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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1] 영급, 지역별 라디에타 소나무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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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2] 영급, 지역별 더글라스 퍼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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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3] 영급, 지역별 사이프러스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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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4] 영급, 지역별 기타 침엽수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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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5] 영급, 지역별 유칼립투스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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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6] 영급, 지역별 기타 활엽수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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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7] 지역별 라디에타 소나무의 영급별
생산 간벌 실시지역 가운데 가지치기 시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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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 지역별 라디에타 소나무의 영급별
생산 간벌 실시지역 가운데 가지치기 미시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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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 영급, 지역별 간벌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라디에타 소나무 중 가지치기를 실시한 라디에타 소나무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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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 영급, 지역별 간벌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라디에타 소나무 중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은 라디에타 소나무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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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조림사업
2016년 12월에 전체 조림 추정치는 전년도와 같은 43,100 ha이다.
그 합계는 신규조림지 2,500 ha와 재조림지 40,600 ha로 구성된다. 조
림 현황 평가는 2017년도 국가 인공조림지 연보(National Exotic Forest
Description; NEFD) 설문조사에서 산림 소유주로부터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하며, 2017년이 표본 년도로서 일정비율로 증감여부를 표기한
다.
2017년 12월까지의 조림은 대규모 산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뉴질랜
드 1차 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PI) 임업 계획 하
에서 소규모 산주들에 의해 계획이 수립된 조림 규모에 근거하고 있다.
1920년부터의 새로운 조림에 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은 아래에 있는 표
2. 5와 표 2. 6에 나타나있다.
조림 전의 토지 피복은 표 2. 5에 제시되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면
적이 작은 신규 조림을 실시하는 소수의 산주들의 영향 때문에, 조림 전
의 토지 피복 유형의 비율은 연도들 사이에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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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 조림 전 토지 피복

Years

Improved
pasture(%)

1993

28

56

16

61,600

1994

49

35

16

98,200

1995

67

22

11

73,900

1996

36

50

14

83,600

1997

43

46

11

63,700

1998

44

47

9

51,200

1999

56

30

14

40,000

2000

52

31

17

33,600

2001

68

9

23

30,100

2002

31

49

20

22,100

2003

28

46

26

19,900

2004

18

46

36

10,600

2005

2

19

79

6,000

2006

2

35

63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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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mproved Other Woody Area of new
pasture(%) Vegetation(%) planting(ha)

2007

11

9

80

2,400

2008

57

2

41

1,900

2009

27

58

15

4,300

2010

64

29

6

6,000

2011

42

53

5

12,000

2012

61

32

7

11,000

2013

33

43

24

3,500

2014

13

79

8

2,500

2015

30

43

27

3,000

50

2016

1

63

36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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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 조림면적

Year

Total new planting

New planting
collected in postal
surveys

New planting
adjustments

1992

50,200

30,900

19,300

1993

61,600

40,400

21,200

1994

98,200

68,400

29,800

1995

73,900

56,200

17,700

1996

83,600

64,600

19,000

1997

63,700

45,600

18,100

1998

51,200

36,300

14,900

1999

40,000

23,700

16,300

2000

33,600

24,700

8,900

2001

30,100

17,100

13,000

2002

22,100

14,300

7,800

2003

19,900

11,800

8,100

2004

10,600

6,200

4,400

2005

6,000

2,900

3,100

2006

2,600

1,500

1,100

2007

2,400

2,400

-

2008

1,900

1,900

-

2009

4,300

4,300

-

2010

6,000

6,000

-

2011

12,000

12,000

-

2012

11,000

11,000

-

2013

3,500

3,500

-

2014

2,500

2,500

-

2015

3,000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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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500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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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1] 총 조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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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2] 뉴질랜드의 목재 생산 조림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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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3] 재조림 계획 및 토지 이용 결정이 되지 않은 산림 면적

라디에타 소나무의 추정된 총 조림 면적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3,000 ha 증가했다. 더글라스 퍼는 450 ha정도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를 보였다. 이전에 벌채된 대략 48,500 ha가 재조림 혹은 토지 이용 결
정을 기다리고 있었다(그림 2. 23). 이것은 전년도보다 약 2,000 ha 감
소한 면적이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다른 활엽수를 제외한 모든 종들에서 전년대비 변동에 따라 면적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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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세계 목재 시장과 뉴질랜드 임업
임업부문의 국제시장에서 뉴질랜드의 장점은 침엽수 조림지, 특히 라
디에타 소나무, 더글라스 퍼와 같은 효율적인 원목을 생산하는데 있다.
생산유형, 품종, 탄소시장, 생태계 서비스 등을 포함한 요소들은 뉴질
랜드 조림의 주요 목적인 이윤창출에 부차적인 요소들이다. 탄소시장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아직 탄소시장은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중 하나이다.
세계에서 산업용 침엽수재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지역은 러시아, 유
럽, 북아메리카와 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천연림이다. 그러나 위 산림들
의 생산성은 현재 뉴질랜드 라디에타 소나무림보다 5배 낮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조재의 경우, 천연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의 품질
이 뉴질랜드의 라디에타 소나무보다 더 좋고, 단단하다. 펄프, MDF,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다른 생산물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목재 잔존
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다.
산림대체비용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반구 천연림의 목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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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이윤은 라디에타 소나무보다 적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산림
의 생산비용이 증대되는 준환경적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정
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산림들은 정부나 기관 혹은 민간 협동
조합의 소유지다. 가공회사들이 많은 양의 자본을 산림에 투자하는 등
의 일반적인 수직통합형의 산림 사업에서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여왔
다.
앞으로 에너지 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
되고 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다. 목재는 이러한 새로운 운영환경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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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건축자재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림 2. 24] 뉴질랜드 임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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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현재 토지 이용에 따른 ha당 GDP 기여도를 살펴보면, ha
당 기여도가 제일 높은 업종은 낙농업이다. 그 뒤를 임업, 목축업이 뒤이
어 따르고 있다. 이렇듯 뉴질랜드 임업은 뉴질랜드 자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25] ha당 GDP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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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산림 자원이 성장해 가는 동안 뉴질랜드에서 가공되는 원
목의 연간 공급양이 4백만 ㎥에서 14백만 ㎥로 증가했다. 최근에 아시
아 국가들의 원료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뉴질랜드의 원목 수
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열대림과 아한대림으로부터 생산되는 전통적으로 이윤율이 높았던 산
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공급은 다양한 환경 보호, 접근성/품질, 생물학
적인 이유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
림지에서 생산된 목재가 감소한 공급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그림 2. 26] 수확 목재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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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림 및 임업 정책
임업은 다양한 범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산
림을 관리하는 예술이자 과학이다. 아래의 서술항목들은 뉴질랜드 산림
청(New Zealand Institute of Forestry; NZIF)의 어떻게 임업이 뉴질랜
드 시민들과 환경의 복지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대표하는 것이다.

· 산림은 국가의 경제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생태학적,
문화적, 생산적,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산림은 공기,
흙, 물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경관을
제공하고, 휴양 기능과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 이용되
기도 하고, 목재와 임산물도 생산해 낸다.

· 뉴질랜드 산림청(NZIF)은 일반 사회와 특정 지역공동체 모두
가 산림의 면적과 용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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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지지한다.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산림 관리자들은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관리방법을 선택하고, 여러 자원 제약
의 범위 내에서 사회와 경제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산림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

· 임업 시행령은 아래를 만족해야한다.
(i)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림 자원
의 전국적인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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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림의 다양한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iii) 임업에 관해 정해진 국가법과 뉴질랜드가 조약국으로 속한
국제 합의의 세부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 뉴질랜드 산림청(NZIF)은 아래 조건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i) 산림 생태계 관리에 대해서 지역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요구한
다. 그들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토질, 수질, 경치, 부대시설
과 휴양 가치, 생산성 등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ii)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모으고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산림
생태계의 규모와 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 것에 대
한 절차를 요구한다.
(iii) 적절하게 실행되는 산불 보호, 국경 감시와 위험 대응 시스템
의 유지를 요구한다.
(iv) 뉴질랜드의 산림이 지속적으로 장기간동안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를 요구한다.

(i) 지역적, 국가적으로 산림 자원 관리와 관련된 소유자, 공동
체, 정부기관, 지역 단체, NGO 사이에서 더 많은 협력을 촉진
하는 것
(ii) 현재 뉴질랜드 산림의 추세에 대해서 대중적 인식을 높이는
것과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의 필요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결과물을 향상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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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산림청(NZIF)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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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양성 및 지원을 통해서 산림
분야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2.3.1 임업 분야 국가 정책의 목적
임업 분야 국가 정책의 목적은 산림청(NZIF)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경
영과 뉴질랜드 산림의 사용에 대해 채택될 원칙들에 대한 보편적인 가이
드라인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 자원 관리에 대한 의견 제시를 장려한다.
· 현재 제공되는 산림으로부터 나온 생산물과 서비스의 지속가능
을 위한 방법과 생산적, 보존적, 사회적 목표에 어떻게 대비할
지를 나타낸다.
·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 전략을 유지한다.
· 교육적 도구, 임업에 대한 인식의 소통 방법으로 사용된다.
·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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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야에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제공한다.
· 권위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전문적인 안내지침을 설정한다.
· 임업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조정하는 것을 돕는다.

이 정책은 일반적인 임업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국가 임
업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더 폭넓은 자원 관리 시행법 안에 포함
되는 산림 정책을 가지고 있다. 임업에 관련된 정책은 산림의 범주를 벗
어나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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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다음의 원칙과 규정은 임업 정책의 개발에서 인정되어왔고, 차
후의 개선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고려된다.

(i) 정부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국제
적인 합의와 정부가 만든 규정에 대한 준수사항을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
(ii) 마오리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와이탕이(Waitangi) 조약의
규제 하에 있다.
(iii) 그들의 재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사유 산림 소유주들의 자
유는 우위에 있는 법의 강령 하에 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요사항들이 있다.
(i) 지역 생태계를 보호한다.
(ii)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
해야 한다.

· 준수
(i) 지난 10,000년 동안 뉴질랜드는 숲과 나무로 덮여있었으며,
기후, 토양 등은 산림에 적합한 상태이다.
(ii) 나무는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iii) 숲은 다양한 혜택과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v) 나무와 산림은 토양, 물, 기후, 서식지 그리고 조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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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v) 수목의 수관부분이 경관측면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
(vi) 임업 정책은 토지 소유와 별개로 교외와 도시지역을 모두 포
함해야 한다.
(vii) 장기 전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2.3.2 자생림 정책
1993년에 뉴질랜드 산림청(NZIF)은 자생림에 대한 관점을 반영해 줄
산림청 정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생림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것은 자생림의 관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현재의 시행
법과 자생림에 대한 정책들을 검토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자생림 특별 조사위원회(Indigenous Forest Working Party; IFWP)
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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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자생림 부지가 가지고 있는 낮은 생태적 건강성에 대한 근심
· 자생림의 관리와 행정에 대한 법의 통일성과 관련된 문제
· 주요 자생림 문제조사를 위한 투자의 부족
· 자생림의 차후 관리에 관한 기관과 대중의 견해의 차이

이 정책의 주요한 목적은 산림청(NZIF) 직원들에게 자생림 문제를 다
를 때의 안내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산림청(NZIF) 직원들 사이에서의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자생림의 중요성과 역할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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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5년 이래, 특별조사위원회(IFWP)는 자생림 정책에 대한 여러
기획안을 만들어 냈다. 기획안에 대한 50개가 넘는 의견 제출이 받아 들
여졌다. 이 최종 버전은 제출된 의견에 나와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우려
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다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
이었다. 예를 들어, 많은 수가 목재 생산에 대해서 자생림 관리가 너무
제한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적은
양의 목재만을 생산하는 낮은 수확 시스템을 통해, 산림에 끼치는 영향
이 적도록 하는 친환경 기반의 목재생산 시스템을 보전하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한다. 두 가지 제출안 중 자생림에 대한 모든 벌목을 완전히 금
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견해가 채택되었다.
이전의 기획안은 산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과 산림법(1993년
개정)의 부적절함에 대한 강력한 성명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
으켰다. 다른 우려사항으로는 와이탕이(Waitangi) 조약에 대한 참조 부
족과 자생림의 추후 관리에 대한 영향, 모든 산림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책 성명서를 실행과 다양한 세부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산림청의 무능
에 대비할 필요성이다. 많은 부분들이 정책 성명서의 최종 버전을 고안
할 때 모두 고려되었다.
이 정책은 산림청에 의한 산림 정책 개발의 종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
림청의 국가 임업 정책의 개발을 향한 발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림청의 자생림 특별조사위원회(IFWP)는 자생림 정책 성명서가 산림 정
책의 문서화에 대한 공백을 채우고, 산림청 구성원들에게 유용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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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제공하며 뉴질랜드 경제에서 자생림의 중요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정책 요약
뉴질랜드 산림청(NZIF)은 뉴질랜드의 자생림이 중요한 생태학적, 문
화적 가치와 생산과 국가의 경제와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과학적 가치
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유형의 자생림이 현재와 미
래 세대의 혜택을 위해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산림청(NZIF)은
다음을 옹호하고 지지한다.

(i) 뉴질랜드의 자생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히 산림
생산성, 건강, 생물의 다양성, 토질, 수질, 자연 경관, 다양한
종류의 산림 생태학적 과정의 유지를 위한 산림 생태계 관리 접
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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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기여자로서 자생림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고 그들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개발
(iii) 지속적으로 자생림의 상태, 건강, 위치, 면적을 업데이트 시
켜주는 포괄적인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개발
(iv) 동, 식물, 병해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노력의 유지와 향상
(v) 2년마다 나라의 산림에 대한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 자생
림 건강 유지 시스템의 설립과 국경 통제와 긴급 대응을 위한 엄
격한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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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와 향상된 화재 예방, 감지 그리고 통제 정책을 통해 자
생림의 산불 보호
(vii) 산림 변화가 건강한 산림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수
준의 규모로 제한되도록 하는 산림 재배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
재와 임산물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viii)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잠재력을 가진 자생림에 대한 산림
재배 시스템을 문서화하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프로그
램의 시작
(ix) 자생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속성 있는 시스템의 개발
과 사용
(x) 자원 관리 시행법을 준수하는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산림법
1949조(1993년 수정)를 준수하는 농림부 장관이 실시하는 나
무 보호를 위한 자생림의 관리에 대한 능률적인 국가 적용과 동
의 시스템의 개발
(xi) 자생림 관리에 영향을 주는 국제 조약을 충족시킬 전략, 정책
그리고 계획의 개발을 돕는 정부 기관, 지역 정부 당국, 연구 기
관들, NGO들, 자생림 소유주들, 그리고 농가임업 연합의 자생
(xii) 자생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촉구하고 자생림 소유주
들과 다른 단체들의 도움으로 자생림 관리 계획과 시행안에 대
한 개관을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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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목재산업 관련 연구정책
뉴질랜드는 제재용 침엽수 조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다. 그
러나 수확과 시업계획을 통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고 조기 이윤창출이 가
능하다.
뉴질랜드에서는 과학 투자 분야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대략 15년간 연
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기술 개발 속도가 저하되고 개발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
게 되었다.
현재 일부 지역은 수확비용 대비 수확량이 많지 않고 운송비용이 판매
비용 이상이다. 더 나아가 약 60%의 조림지가 첫 수확기에 있으나 목재
생산 전에 임도와 같은 조림지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수확 비용이 감소되지 않으면 많은 임지에서 수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수확된 목재는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각 과정마다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에 목재품질 이니셔티브(Wood Qualit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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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QI)와 원목 혁신(Solid Wood Innovation; SWI)까지 가공 공장과 시
장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재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기술을
도입해왔다. 연구 과제는 기술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
급 체인망 내에서 기술을 실제 적용 및 실시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집재,
박피 등의 과정에서 결정된 원목 및 목재 품질을 기반으로 한 지불체계는
대규모 가공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산림 내 벌채지에
서 목재 분류 요구를 낮출 수 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 개선은 공급 체인에서 요구된다. 생산된 개별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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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형과 규격 및 등급에 따라 분류되어 용도에 가장 적합한 가공 공장
이나 수출 항구로 운송되며, 생산자는 개별목의 최적화된 판매가격을 받
을 수 있다. 목재 분류 기술 향상은 이루졌으나 생산자 편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목재 품질에 따른 분류 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
인 노력이 아직 요구된다. 목재 품질에 따른 가격 변동이 산림 소유주에
의한 활용 모두에 핵심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재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를 연결하는 공급 체인망의 유통 과정에 대
한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도 단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화물운송의 기
본 하중과 체적을 최적화하여 운송비를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
다. 목재를 고객에게 운송하는 과정에서 목재의 무게를 달고 경로를 추
적하는 방법, 트럭의 이동경로를 최적화하고 복잡한 항구에서 목재 저장
의 이중처리를 방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우 크다.

2.3.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정책
일반적으로 임업 분야는 적은 노동력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많
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뉴질랜드 임업은 오랜 역사의 협

금을 투자하는 협회가 되었다. 상품 분담금의 부재(The absence of a
commodity levy)는 임업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회사가 자발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촉진하
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임업 분야가 일반 경제 분야들보다
더 높은 생산성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이러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
개발과 그에 따른 결과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노력이 기여한 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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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연구 개발 분야의 결과물은 뉴질랜드의 입목과 토지를 활
용한 뉴질랜드 산림 자원과 관련 사업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는
우수한 실적을 창출하였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연구 개발 분야 결과
물을 통한 실적 창출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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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7] 하이테크 임업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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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8는 각각 세 가지 우선 연구 분야의 핵심 요인들과 요인별로
기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뉴질랜드 국내외 목재 시장, 가공업자
및 산림 투자자들이 특정한 최종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경제성 있는 목
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인들이다. 라디에타 소나
무의 병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 전략에서 주요한 목표로 강조되었다.
이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라디에타 소나무의 건강과 활력을 향상시
킬 뿐만 아니라, 산림 건강과 무역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줄 것이
다.
아울러 공급체인의 효율성 증진 외에도 산림경영 측면에서 경사지에서
의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임업 분야 비용 저감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그림 2. 28] 3가지 연구 분야 핵심 요인

69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임업 연구는 산업에 의하여 관리 및 투자되는 구조로의 근
본적인 방법론적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 산림 연구소(Future
Forests Research; FFR), 라디에타 소나무 육성회사(Radiata Pine
Breeding Company; RPBC)와 산림 바이오보안 위원회(The Forest
Biosecurity Committee; FBC)가 포함된 기존의 연구 관리 구조를 산림
연구관리 유한책임회사(Forest Research Management Ltd; FRML)로
개별 법인화하여 합병하였다. 이는 민간 기업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
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뉴질랜드
산림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 자료 확보 통로로 “산림연구관리 유한책
임회사(FRML)”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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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투자 세제 및 법규
3.1 산림투자 회계 및 평가
3.1.1 산림 회계 체계
산림부문에서는 일반적인 회계 모델, 가정 및 개념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토지, 임목을 포함한 산림은 자본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장기적인 수
익(성장 및 가치 증가) 개념을 포함한다. 임목은 벌채를 통해 사라질 수
있으나 토지는 이례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회
계 개념에서는 자본 비용을 감가상각으로 연수익에 할당한다. 산림 자
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의 경우, 감가상각의 어려움이 있다.
즉, 토지가 고갈되거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토지 가격의 산정과
수익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임업에서의 연생산량은 연간 투입과 거의 일정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다.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업은 거의 일정한 양의 물품 생산을 위해 거의
동일한 양을 투입한다. 그러나 임업 특성상 임업의 비용 투입은 생산량

임업에서는 비용투입 이후 장기간이 지나야 목재 생산이 가능하다. 목
재 생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실제 생산량은
형태, 시장 및 총가치 등 계획한 생산량과 다를 수 있다, b) “공통 통화
단위”는 통화팽창이나 환율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c) 목재
생산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 또는 산림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경될 수 있
고, 이윤창출을 위한 산림은 휴양, 토지 전용 및 경우에 따라 자연 재해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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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회계기준과 현재 개발현황
회계기준은 뉴질랜드의 공인회계사 협회가 공표한다. IAS 위원회
를 통해 국가 기준들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
된 기준은 공개초안을 통해 제출되어 후속 채택을 위해 공표된다(New
Zealand 내의 경우 공개초안인 “ED”와 국제초안의 경우 “IAS”). 2000
년에 공표된 ED 90(IAS와 거의 일치)는 현재 보류 중이다.
최근 제안은 IAS 41이 2004년에 공표된 ED와 뉴질랜드의 표준을 전
부 채택하도록 논의하고 있다. IAS 41에서는 농림업과 과일, 견과류 작
물을 다루기 때문에 산림관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이 있다. 회
계방법은 사업 규모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채택할 것이며, 가까운 장래
에는 가치평가 접근법이 대규모 산림 평가에 요구되는 기준이 될 것이
다.

3.1.3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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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물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거래 증거와 기망가 접
근법을 모두 사용한다. 적절한 거래 증거가 이용 가능할 때일지라도 기
망가 접근법은 목표 산림에 대한 매매 정보를 덧붙이거나 추정하는 용
도로 사용된다. 거래 증거의 이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
시 기망가 접근법을 사용하여 시장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할인은 거래
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지 일부가 유령림인 경우에
대해서 기대 접근법을 사용하면 평가액이 마이너스가 나타나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면적 유령림에 대해서는 평가액을 0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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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임목 시장 가치 평가
임목의 시장 가치는 다음과 같이 거래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는 다음
의 가정이 충족된다.

· 가치평가의 일시
· 희망 구매자와 희망 판매자 사이의 거래
· 적절한 마케팅의 이행
· 합리적인 이해관계자 간의 공정거래

3.1.3.1.1 거래 증거
뉴질랜드 산림청 산림 평가 기준에 따르면 임목의 시장 가치는 신뢰성,
비교 가능성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 유용하고 적합한 거래 증거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동일 사례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발생 관련
거래 증거를 사용하여 직접적이고 정확한 가치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매출액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 거래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가치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필수적으로 가치 평가 대상인 산림의 과거 판매

교가능성 및 거래량 측면에서 거래 증거로서의 매매사례를 통한 직접적
인 시장가치 평가는 상당히 제한된다.

· 신뢰성: 매매사례를 통한 가격 산정은 특정 시점의 시장 정보만
을 제공한다. 근본적인 시장 여건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어 평
가 가격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함. 아울러 산지 판매 정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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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유지 혹은 다른 주요 자산과 관련된 판매의 구성 요소 중 하
나이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이에 가격 공개뿐 아니
라 상기 언급된 산림의 특징도 공개해야 함.
· 비교가능성: 평가 대상과 비교 대상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임
목의 성숙 수준, 시장과의 거리, 수종, 입지, 생산성, 기타 등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 이에 평가 대상과 최근
실제 판매된 산지(비교 대상)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제약
적임.
· 거래량: 산림에 대한 뉴질랜드 시장은 1,000 ha 이상의 산지에
대한 연평균 거래가 5건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Colley 2002).

3.1.3.1.2 기망가 접근법
거래 증거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산림 평가 기준에서는 기망
가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망가 또는 순현재가치(NPV)
또는 현금 흐름 할인법(DCF)-접근법, 예상 목재수확량은 산림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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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수확 전략을 기반으로 예측된다. 재적에 단위 가격을 곱하여 수익
을 예측하고, 비용은 미래의 순현금 유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수익에서
제한다. 이는 산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할인된다.
기망가 접근법의 특징은 가령 원목 시장과 같이 자주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의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원목 시장의 이윤은 매우 먼 미래
의 이윤이라는 점이 제약점이 될 수 있다.
기망가 접근법의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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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목재가격 추산 및 향후 원가격에 대한 가정
· 적절한 할인율에 대한 결정

산림 평가 기준에서는 기망가 접근법 사용 시 할인율은 거래 정보를 참
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비록 산림 가치가 과거 거래를 통해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할인율 결정은 가능하다.

3.1.3.2 토지 기회비용
임목의 가치 산정 시 토지의 기회비용 산정 방법인 토지 시장 가치
(Land Market Value; LMV) 혹은 토지 기대 가치(Land Expectation
Value; LEV) 등을 사용한다.

산림평가기준에서는 토지 기회비용 산정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제시
하고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임업이 최적의 토지사용(예: 토지 기대 가치

(LEV) 사용
· 현재 진행 중인 임업이 다른 최적의 토지 사용(예를 들면, 라
이프 스타일 또는 투자)과 비교 가능한 경우: 토지 기대 가치
(LEV) 사용(토지 기대 가치(LEV)보다 토지 시장 가치(LMV)
의 초과분은 비임업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지급하
는 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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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 임업이 토지의 최적의 사용(예: 낙농업 도는 포도 재배 등) 비교
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토지 시장 가치(LMV) 사용

3.1.4 할인율
할인율은 자금에 대한 투자자의 자금 선호도를 나타낸다.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산정 시, 계산된 결과가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은 할인율 선정이 필요하다. 다만 할인율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원칙적으로 적절한 할인율은 자본을 빌리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율 혹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다. 이는 정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된
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리스크,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금리를
나타낸다. 시장의 금리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선정된 할인율으로부
터 특정 투자나 투자자에게 적용할 자본의 기회비용을 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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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할인율의 출처
할인된 현금흐름 접근법은 산림평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산림경영과 투
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다. 뉴질랜드 산림청의 산림평가
기준에서는 할인율 선정 시 근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상적으로는 신뢰성 있고 관련성이 높은 시장 정보를 활용하여 상정
상의 할인율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약적이다. 근거의 타당성이 높은 순서대로 제안된 할인율 선정의 근거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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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거래 자료로부터 추정한 할인율
· 산림 회사들의 주가로부터 파생 추정한 할인율
· 유사한 산림 프로젝트에서 산정한 수용 가능한 최소 시장허용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 자본 자산 평가 모델 및 가중평균 자본비 접근법의 사용
· 공표된 자산 신고율

3.1.4.2 추정 할인율의 계산
뉴질랜드 산림청의 산림평가 기준에서는 추정 할인율의 계산을 아래
와 같이 제시한다. 시장 거래에서 할인율을 추측하기 위해서는 산림 면
적, 영급 및 수확량 잠재력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된 산림에 대한
현금흐름 모델을 만든다. 이 때 원목가격, 벌채 비용, 운송 및 관리 비용
은 산림경영 목적으로 가정된다.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거래 가치와 동
등한 순현재가치(NPV)를 제공하는 비율이 추정 할인율이다. 그리고 만
약 할인율을 거래 증거를 이용하여 추정한다면 반드시 동일한 가정(세금
부과, 대출, 통나무 가격 및 인상) 하에 추정되어야 한다.

2003년에 진행된 할인율(Manley 2003) 조사에서는 세금 공제 후의
현금 흐름에 대해 7∼9.5%(평균 8.3%)의 할인율을, 세금 공제 전의
현금흐름에 대해 9∼13%(평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그림 3.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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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산림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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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세금 공제 후 적용된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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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 세금 공제 전 적용된 할인율

Part. 03 산림투자 세제 및 법규

3.1.4.4 거래에 의해 추정된 할인율 사례
그림 3. 3은 1996년부터 일부 판매에 대해 세금 공제 후 현금흐름에
적용된 할인율 사례이다. 동일한 년도에 할인율의 변동이 있으나 대개 8
∼9% 범위에 있다. 평균치는 하나 이상의 견적서가 제공된 거래에서 표
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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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거래 증거로부터 추정되는 할인율 (세금 공제 후 현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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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제
임업 관련 세금제도는 지난 몇 년간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현 제도는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1994년 소득세법 부칙 7의 B
부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기타 많은 경비와 함께 산림 조성과 관련
된 대부분의 경비를 즉각적으로 공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세 정책의 범위는 조림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
다. 장기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림 규모의 과도한 변동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일정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임업계 및 국가 기관 모두장기적인 임업 투자에서 조세정책의 임의적
변화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임업 투자자
에게 어느 정도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업 관련 조세 정책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3.2.1 목재 판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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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CJ1조항에서는 목재 수확벌채 또는 판매로 발생한 모든 이익
또는 수익을 순익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목적의
목재 판매는 허가증이나 지역권(1)을 통한 처분 또는 벌채, 보험 수익금
의 수령에 따른 장래 이익에 대한 일체의 판매 권리도 포함한다.
이전에는 공제되지 않았던 조림, 경영 및 수확에 따른 비용은 판매
시점의 총 수익에 대해 상각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관목비
(cost-of-bush)”라고 한다.
주거용, 부식용, 기타 농업용 또는 목축용 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
(1) 지역권: 남의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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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납세자 선택에 따라 수입 발생한 해 그리고 발생 이전 3년에 걸쳐 나
눌 수 있다(EJ1 조항). 이러한 방식으로 수입을 나누더라도 국토세무부
(IRD)의 위약금이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2.2 입목이 있는 토지 판매
CJ1(2)항에 따라 입목이 있는 모든 토지의 판매 수입은 목재 수확이
발생한 연도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입목은 성숙목 뿐만 아니라 미
성숙목도 포함한다. 아래의 경우, 토지의 판매와 관련된 입목에 대한 과
세를 할 수 없다.

· 관상용 또는 부수적 목적
· 1952년의 토지전환법에 등록된 임업권
·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Profit a Prendre”을 적용받는
경우(2) 관계자에 대한 판매의 경우, 구매자의 관목비(cost of
bush)(3)에 대한 유사한 조정 등 판매업자가 초래한 손실에 대
한 청구에 대한 부과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DL1(1)조항).

(2) A Profit a` Prendre: 향후 목재 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향후 권리(일
반적으로 산림권 등록법 1983에 따른 임업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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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st of bush : 미성숙목 임상의 가치를 계량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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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standing wood)은 토지 또는 기타 자산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목재에 대한 보상은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CJ1(2)조항). 일반적으
로 판매시점에 별도로 목재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
판매시점에 우세한 조건과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준비할 수 있다. 그
러나 불확실한 상황과 잠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판매 및 구매 계약에
목재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임업 비용
과세 목적에 따라 임업 관련 비용은 3가지로 분류된다.

· 과세목적으로 절대 공제되거나 감가상각 되지 않는 자본 지출 비용
· 발생 시 공제되는 지출 비용
· 자본화 및 감가 상각되거나 목재의 최종 판매에서 공제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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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자본 지출 비용
이는 감가상각이나 공제액이 아닌 비용이 포함되며, 주로 부지 매입이
나 초기 임업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다. 가령, 부지 매입/임대, 법적 수수
료, 회계 수수료, 조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사업 타당성 관련 초
기 컨설팅 수수료 및 토지 구획작업 등이 해당된다.
새로운 임업 사업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임업 관련 추가적인 대상지
조사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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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공제 가능한 지출 비용
1991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득발생 연도부터 산림 조성 및 경영하
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그 비용이 발생된 해에 전액 공제된다(DL1(2)
조항). 시행법 가운데 DL1(3)조항은 뉴질랜드에서 임업 종사자의 추가
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되는 것
으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공제 가능한 지출 비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료, 지방세, 보험 납입금, 간접 관리비용 또는 기타 유사 비용
· 산림 조성 이후의 잡초 관리, 해충 관리, 질병 관리 및 설비 작
업 비용
· 임업 목적 상 대출액에 따른 이자와 자본으로 사용되는 비용
· 임업 목적 상 공장의 보수작업, 사용되는 (중)장비의 수리 및
유지 비용
· 임업에 주로 사용되는 토지 개량(조림 이외의 목적)을 위한 보
수작업과 관리 비용
· 미성숙목의 조림을 포함한 숲가꾸기 전반에 관련된 비용들

개월간 선로와 도로의 전적인 공제에 대해서 특별히 허가한다. 도로
에 대한 유지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BD2(1) and
BD2(2)(e) 조항). 기존 도로에 대한 보수 작업(공제 가능) 혹은 개선
작업(상각 가능) 여부에 따라 잠재적으로 논란 지역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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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관계없이 관상용 나무나 부수적 목적으
로 나무를 심거나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7,500 달러(US) 이
하인 경우
· 수확 비용과 운송비용
· 수확 후 임내 정리 및 차기 산림 조성(일반적으로 공제대상이나
법령 상 명확하지 않음)

3.3 산림자원개발 투자 관련 법규
임업 투자 상품의 고문가들, 자문가들, 또는 기획자들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법은 다음과 같다.

· 1978년 증권법률과 1996년 증권개정법률
· 1996년 투자자문법률(공시)
· 1996년 공정거래법률
· 1910년 기밀 위원회 법률 1978년 증권법률과 1996년 증권개정법률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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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유가증권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임업 투자의 2차 시장 또는 후속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률은 일반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상장과 공개와 관련한 조항을 상세
히 기술하고 있다. 임업 투자를 위한 상장과 관련 구조들(회사들, 파트
너쉽, 투자 자문회사, 기업 채권, 퇴직연금 제도 등)은 이 법령의 유가증
권 정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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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서로 구분 된다.

(i) 사업 설명서: 사업설명서는 반드시 법인 등록국에 등록되어야
하나, 모든 예상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필요는 없다. 다만 예상
투자자들이 요청할 경우 이용가능하다.
(ii) 출자 명세서: 이는 투자를 희망하는 모든 일반인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자 명세서는 ‘신중한 비전문 투자
자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쉽고 분명한 영어로 쓰인 간
결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공시(Advertisement): 이 법에서는 공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와 그 안에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3.1 전문가 의견서
사업설명서의 일부를 이루는 전문가 의견서(expert letters) 또는 보고
서를 제공하는 임업 컨설턴트나 다른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보고서에 오

해야 한다. 이 법령은 배부된 사업 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광고 속 전
문가 의견서에 담긴 잘못된 설명에 의해 손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여한다.
임업 관련 전문가는 그들의 보고서 내 변수를 기술해야만 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보고서가 문맥을 벗어나 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다음을 포함하는데 a)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87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보고서와 관련한 투자 설명서에 대한 문구를 제시하는 것, 또는 b) 그들
의 보고서나 문서 사본을 배포하기 전에 최종 사업설명서와 투자 설명서
를 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3.2 1996년 투자 자문 (공개) 법률
컨설턴트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투자
기회와 연관된 임업 투자 자문을 할 경우, 이것은 이 법령 하에서 “투자
자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공개 단계가 요
구되는데, 초기 의무 공개와 공개 청구가 그것이다.

· 초기 의무 공개
투자 자문을 하기 전에 컨설턴트는 반드시 지난 5년간 법령과 관련해
받은 판결들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사기와 관련한 범죄 포함, 컨설턴트
가 책임자 또는 중역으로서 활동한 모기업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고문
이 파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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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야 한다.

· 공개 청구
투자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근무일기준 5일 이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이를 상세히 기술하며,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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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관련 조직 : 고용주, 자문 구조 , 전문가 회원자격, 산업 협회 자격
(ii) 컨설턴트가 자문을 줄 수 있는 증권의 종류
(iii) 자격요건
(iv) 경력
(v) 금전적 이익 : 투자 자문과 관련된 보수에 대한 다른 직/간접
적 연관성
(vi) 보수 세부 내용 : 컨설턴트가 자문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투자 관련 다른 보수

· 1996년 공정 거래법률
이 법령은 “그 누구도 거래 중에 계약과 관련하여 오인 또는 기만적일
수 있는 행위에 관련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1910년 비밀 수수료 법률
이 법령은 한 사람이 제 3자와의 약정 체결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자문
을 하고, 그 전달한 지식 외에 자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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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질랜드 산림투자 지침
4.1 임업투자 일반 사항
이 부분은 라디에타 소나무(Pinus Radiata )의 조림지 투자와 무결점재
(clearwood) 및 제재용재의 생산과 관련한 무육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라디에타 소나무 무결점재 방식은 지난 30년간 지배적인 임업 유형
이었으며, 이에 대한 외부적 투자 기회는 잘 알려졌고 순조롭게 이루어
져왔다.
1991년에 뉴질랜드 산림청(NZIF)는 임업 투자 정보 기준을 뉴질랜드
산림청(NZIF)에 등록된 임업 자문가들과, 뉴질랜드 산림청(NZIF) 등
록 회원사, 뉴질랜드 산림청(NZIF) 회원들, 임업 투자 기획자들, 임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임업을 투자대상으로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 유형들과는 다른
임업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i) 투자의 수익은 임산물의 국제 가격과 전망에 직접적으로 연관
된다.
(ii) 토지가 매입되는 곳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iii) 산림이 수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산림에 대한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산림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iv) 산림 생산물은 최종 용도에 있어 다양한데, 이는 시장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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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 한다.
(v) 목재 가격은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간다. 비록 실제
목재 가격이 최근 몇 년간 몇몇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임업 투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용 목재의 통상적인 세계적 수
요는 인구와 국내 총생산 성장과 긴밀히 연관된다.
(vi) 연간 산림 가치 성장에 대한 정기과세로 인해, 매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세금공제가능 항목을 활용하면 세금혜
택을 받을 수 있다.
(vii) 상대적으로 적은 관리 비용이 드는 투자이다.
(viii) 농산품과 비교했을 때 임산품은 비교적 자유무역 대상이다.
(ix) 안정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위험을 분산하는데 매우
적합한 투자 형태이다.
(x)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들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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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적으며 대기 중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
기에 생태학적으로 훌륭한 재생가능한 자원이다.
(xii) 퇴직연금 요건에 부합하는 자금 운용 형태이다.
(xiii) 유형 생물 투자(tangible biological investment)를 포함한
투자가 가능하다.
(xiv) 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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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i) 투자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것이다. 뉴질랜드 라디
에타 소나무는 성숙기에 도달하려면 약 25년에서 33년 정도의
순환기를 필요로 한다.
(ii) 대부분의 산림 투자 회사들에서, 산림 성숙기 이전의 수입은
미미하며, 성숙기 이전에 산림 투자를 멈추는 것은 예상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iii) 수확 이전산림은 무육과 관리단계 동안 지속적인 자금 투입
을 필요로 한다. 대개 4년에서 10년까지에 이르는 무육기는 일
반적으로 초기 구축기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금을 필요로 한
다. 간벌과 전정의 비용을 맞추는 데 실패한다면, 투자의 수익
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iv) 25년에서 30년 앞의 미래시장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시장 위험성도 높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상품
으로 대체되는 대용품, 투입 비용(시장에 목재를 운반하는 운
반비포함),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 영

영향을 받는다.
(v) 생태학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이 존재한다.
(vi) 바람, 가뭄, 눈을 포함한 기후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위
험성은 보험으로 완화될 수 있다. 훌륭한 기반 구축과 조림 방
법을 통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vii) 화재 위험성. 대부분의 산림 소유주들은 이 위험을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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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다.
(viii) 재정적인 위험성, 조세 정책의 변화, 다른 투자자들의 재무
상황 변화, 시장 요인들에 의한 순환기간(length of rotation)의
변화가 존재한다.

4.2 임업 투자 형태
임업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투자 형태와 핵심적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
음과 같다.

· 개인 소유
이것은 개인이 토지나 산림을 소유한 것을 가리키며, 그가 투자의 물
질적 재정적 측면을 직접 통제하는 형태이다. 현재의 조세 제도는 개인이
다른 원천으로부터 얻은 수입과 달리 대부분의 임업 개발 비용을 공제하
는 것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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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 임업 합작 사업
합작 사업은 다양한 구성 형태가 있는데, 뉴질랜드 임업에서는 한
쪽이 토지를 다른 한쪽이 투자 자금을 담당하는 형태가 가장 흔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임업 권리 등록법(The Forestry Rights
Registration Act 1983)은 비교적 명료한 매커니즘을 제시하는데, 토지
소유권에 대한 투자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 등록을 위한 것이다.
이 매커니즘의 사용을 통해 비싼 조사비용의 감축이 가능하다. 양 당사
자 간의 합의는 30년 윤벌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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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합작
사업은 처음부터 각 당사자들의 확정 기여도에 비례하여 수익을 분배하
는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세 제도는 각 당사자들이 다른 수
입원으로부터 얻은 소득과는 별도로 대부분의 임업 개발 비용을 공제하
는 것을 허락한다. 임업 합작 사업은 대개 일반 상장이 아닌 양 당사자
간의 사적 투자 합의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
나 만약 합작 사업내의 투자자가 일반 공모가 필수적인 투자자 집단이라
면, 1978년 증권 법률 내의 사업설명서 제공 항목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1983년 임업 등록법은 기존의 산림 내의 임목소유권을 토지소유
권과 분리하기 위한 매커니즘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97년 세법 개정안
은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서 자라는 임목들의 권한을 자신에게 부
여한 후, 보유하고 있는 임목들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토지
를 매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개인투자 집단에서 시행하는 가장 흔한 입업 투자 방식이

서의 소득 외에는 대부분의 임업 개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파트너는 “합작회사” 구조를 활용하지 않는 한, 향후 사업의 부
채에 대하여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합작회사 하에서, 파트너들의
법적 책임은 그들의 자본 기여도에 국한된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증
서”로 불리는 파트너십 합의는 1978년 증권법안과 예상되는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합의 조
항들은 일반적으로 법령 감수자, 경영자, 투자자 경영 위원회, 독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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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고문가, 회계 감사, 파트너십에 대한 투입비용 지불, 파트너십 이익
의 이전, 회의와 중재를 포함한다.

· 비상장 기업(Private Companies)
비상장 기업(비자격)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주들보다는 회사에 세금 공
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자금 운용에 있어 선호되는 방식이
아니다. 비상장 기업은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장점을 가진다.

· 비상장 자격 기업(Private Qualifying Companies)
이것은 최대 다섯 명의 투자자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들을 위한 좋은
투자 수단이다. 파트너십 또는 일반 비상장 기업을 통한 직접 투자와 달
리, 자격 기업의 장점은 세금 공제 혜택이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
으며, 잠재적 산림 이익에 대한 조세 책무를 야기하지 않고도 주식을 양
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추후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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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법적 책임을 없앤다는 이점을 가진다.

· 비상장 자격 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한 결합
비상장 자격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일
반 비상장 기업 또는 파트너십을 통한 직접 투자에 비해 이러한 구조는
세금 공제 혜택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
며 잠재적 산림사업 이익에 대한 조세 책무를 야기하지 않고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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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없앤다는 이점이 있다.

· 사업 신탁(Trading Trusts)
사업신탁은 대개 수행 중인 사업에 실행되는 형태로, 신탁 수탁자는
대개 기업이다. 그들은 신탁의 자금으로부터 수탁자가 받는 배상 한도
를 제한하기 위해 구성된다. 사업 신탁은 산림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다. 그들의 주요 이점은 수혜자에게 수입이나 자본을 분배할 수
있는 유연성에 있다. 그러나 세금 공제 가능성을 통한 손실 발생이 신탁
에 있으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 상장 기업(Public Companies)
상장 기업은 투자자들 수가 많은 대규모 임업 프로젝트에 적합한 형태
이다. 이 기업 구조는 제한적인 법적 책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
며, 성장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익을 보다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 매커
니즘이 될 수 있다. 상장 기업 구조의 단점은 주주들이 임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임업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투자 형태의 주요 이점은 아래와 같다.

(i) 투자의 진입과 회수가 용이하다.
(ii) 투자 가치가 매일 갱신된다.
(iii) 대부분의 상장 공개 기업들은 다양한 연차를 가지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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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현금 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한다.
(iv) 산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v) 다양한 종류의 산림에 적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단점은 아래와 같다.

(i) 주주들이 임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가능성의 직접적 혜택을
누릴 수 없다.
(ii) 많은 상장 공개 기업들은 무역 사업과 제조업 측면에서 다각
화 되어 있기에 전적으로 조림사업만 투자하지 않는다.
(iii) 소규모 직접 투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 비용
과 간접비가 요구된다.

4.3 임업투자 시 역할별 고려사항
어떤 형태의 임업투자가 되었든 대규모 임업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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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소 다섯 개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이들 사이의 적합한 업무
분장무, 모니터링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 간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 한 당사자가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면, 이는 투자자가 투자를 통제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기획자
기획자들은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초기 위험을 감수한다.
그들에게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성공 수수료(“예비 수수료”, “발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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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는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몇몇은
프로젝트의 무료 지분을 받거나, 최종 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기획에 대한 전체 보상 금액의 경우 다른 임업 투자 기
획과 신중하게 비교해 보아야 한다.

· 투자자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산림이 장기적으로 이익 창출할 수 있게 관
리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구성해
야한다.

· 경영자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사업 초기에 산림 관리 계획에 부합하도록 체
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기획자들에 의해서 임명된다. 이들
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산림에 투자한 투입비용의 일정 비율에 회계 및 운
영 행정에 대한 고정 비용을 더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 경영자를 교체
할 수 있는 권한은 기획자들 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임업관리와 재무 보고에 대한 독립적 자문과 감사를 위한
투자 구조 안에 법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법령 감수자(Statutory Supervisor)
1978년 증권법률과 1996년 증권개정법률 하에 증권 공모(Public
Offering)를 실시한 경우, 법령 감수자들(일반적으로 수탁회사)은 투자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 자문/감사관

101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자들의 이익 안에서 행동할 것이 요구되며 공모에 포함된 사업 설명서와
조항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4.4 투자 임지 위치
뉴질랜드 산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생산품은 한 가지 형태 또는 가
공된 다른 형태로 수출될 것이다. 항구와의 근접성과 펄프공장, 골판지
공장, 우드칩 시설 수출 등의 하급 목재 시장과의 근접성이라는 두 입지
적 요인이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확을 위한 접근성이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형에 따라서 산림 운반비가
수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접성 외에도 임지 선
정을 위해서는 임지의 임목 생산력과 관련되어서 임지 상태에 대하여 아
래 항목들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형 – 가파르고 접근이 힘든 지
형은 임업 투자의 수익성을 줄이는데, 이는 주로 높은 수확 비용의 발생
과 운반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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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 깊이와 지력이 인근의 다른 훌륭한 산림지역과 유사한지
확인해야 한다. 습지, 사려도, 높은 광화토, 이외 여러 토양 유
형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치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강우 – 일반적으로 최상의 성장을 위한 연간 최소 강우량은 1년
에 800mm이다. 강우량이 연간 600mm에서 800mm사이라면,
예상 강우량이 최저 사용 가능 강우량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고도와 기온 – 라디에타 소나무는 뉴질랜드의 일부 낮은 고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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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후에서 빠르게 자라며 더욱 강한 목재를 생산한다.
· 다른 기후 요인들 – 풍화, 강설, 침식을 확인해야한다.
· 하층식생 – 가시덤불과 같은 하층식생들은 무육비용을 상당히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목 생장은 공간적 특성들과 유전적 특성, 시행한 산림 시업, 관리 방
법과 관계가 있다. 다양한 성장 단계, 다양한 지리, 다양한 조림 방법에
적용되는 성장모델과 원목 생산량(log out-turn) 모델이 개발되었다.
프로젝트 발전 및 생산량 추정은 검증 가능한 성장 모델 생산량과 원목
생산량(log out-turn)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링의 특
성은 적절한 투입 자료와 추정방법의 활용에 달려 있다. 생산량 예상은
또한 바람, 토양 침식, 임목 고사량과 동물피해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사업에서 이루어진 가정들의 적용가능성
에 대하여 우려한다면, 성장과 생산량 가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해야한
다. 최적의 순환 기간은 통상적으로 25년에서 33년이며, 거래가 가능하
려면 벌채재적이 450㎥/ha에서 750㎥/ha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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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산림 경영 계획
4.5.1 현금유동성 예상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산림 경영 계획은 연간 운영 업무와 산림 생장
기간 동안의 비용을 규정하는 현금 유동성 분석을 포함해야한다. 예상
비용과 수익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실질 금액으
로 표현되어야 한다.

4.5.2 비용
비용은 계획된 작업에 대하여 현실적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운영비용,
현장 감독, 관리 및 기타 간접비를 고려해야한다. 피해목 정리, 곰팡이
로 인한 피해 복구, 영양문제로 인한 피해 복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발적인 상황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산림시업 관련 비용들이 표 4. 1에 나타나 있다.
전정 및 간벌 작업 일정은 각 전정 리프트에 대해 대상 전정 높이와 간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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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작업을 위한 대상 입목을 설정해야 한다.

Part. 04 뉴질랜드 산림투자 지침

[표 4. 1] 산림시업 비용표
단위 : 달러(US)
Operation

Unit

Typical
cost

Land purchase

달러(US)/ha

2500

5000

1000

Land preparation & initial
weed control

달러(US)/ha

100

1000

0

Planting

달러(US)/ha

500

700

400

Releasing

달러(US)/ha

200

270

130

Pruning total for 2 or 3 lifts
to approx. 6m

달러(US)/ha

1400

1700

1000

Waste thinning total for 1 to
3 thinnings

달러(US)/ha

450

600

300

100

140

70

Average annual & periodic
costs – including forest
management, rates,
insurance, fence and
달러(US)/ha/yr
track maintenance, animal
control, accounting, audit,
reporting & meetings with
investors

High

Low

달러(US)/m3

25

40

20

Harvesting – roading cost

달러(US)/m3

5

8

2

Log transport

달러(US)/m3/
km

0.16 +달러
(US)3/m3

0.20+달러
(US)3m3

0.12+달러
(US)3m3

Harvesting supervision &
sales

달러(US)/m3

4

6

2

주: 비용은 노동, 식물, 장비 및 현장 감독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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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홍보, 감사, 협의, 컨설턴트 보고서 및 법률 자문 비용은 대부분
의 공공 임업 투자 사업과 연관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프로젝트의 규
모와 투자 조직에 따라 아주 다양할 것이다. 다시 예상 투자자들은 이
비용들을 다른 과거 및 계획된 임업 투자 기회들과 주의 깊게 비교해야
한다.

4.5.3 수익
예상 매출 수익은 각 통나무 등급과 관련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반영해야 한다(표 4. 2 참조). 예상되는 목재 가격표는 작물에 대해
제안된 조림 경영과 일관되어야 한다.

[표 4. 2] 목재 등급별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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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Grade

Typical
out-turn (%)

달러(US)/㎥ at wharf
gate or mill door*

Pruned P1 40cm

15

130 – 170

Pruned P2 30-40cm

10

90 – 125

Large unpruned
(>30cm sed)

30

75 – 90

Small unpruned (20 –
30 cm sed)

25

50 – 80

Pulpwood/chipwood

20

3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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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업 투자 프로젝트는 만약 그 프로젝트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다면, 윤벌기가 끝날 때 잔여 토지비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공
통적으로 그 잔여 토지 비용은 구매 비용, 혹은 프로젝트의 시작시점에
채택된 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된다. 몇몇 임업 프로젝트는 관련 토지
소유 회사 또는 외부 토지-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연간 토지 임대비용을
가정한다. 전자의 경우, 토지 임대료 상승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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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 투자 공식
Formula
1. Compound single payment Finds the
future value (Vn) in n years of a present
payment or value (Vo) which may be a
cost or income, compounded annually
for n years at the interest rate i.

Find the value of a present investment
of $20 compounded for 30 years at an
interest rate of 6%

2. Discount single payment
Finds the present value now (Vo) of a
future payment or value in n years(Vn),
which may be a cost or income,
discounted annually for n years at the
interest rate i.

Present Value : $261.17
Find the present value of a future sale
i, the interest rate : 0.06
of timber for $1500 to be made 30 years
Years : 30
from now, using a discount rate of 6%
Future Value : $1500

3. Compounded periodic payment (or
land expectation value) Finds the valu
now (Vo) of a periodic payment of
value(V), either a cost or an income,
made now, n years from now, and
every n years thereafter. Commonly
used to determine the value of an
unending series of rotations (the land
expectation value Vo) when the present
net value for one rotation (V) is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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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Find the present net value of a timber
growing investment for an unending
sequence of rotations (the land
expectation value), when the present
net value for one 30 year rotation is
$500/ha

Present Value : $20
i, the interest rate : 0.06
Years : 30
Future Value : $114.87

Present Value : $605.41
i, the interest rate : 0.06
Years : 30
Future Value : $500

4. Discounted periodic payment Finds
the value now (Vo) of a periodic
payment or value (Vn) n years from
now and every n years thereafter.

Find the present value of future incomes
Present Value : $126.49
from an unending series of timber
i, the interest rate : 0.06
sales of $600/ha at the end of 30 year
Years : 30
rotations, the first income to be obtained
Future periodic income :
30 years from now, with a 6% interest
$600
rate

5. Compounded annual payment Finds
the future value (Vn) in n years of an
annual payment (a) for n years.

Annual Cost : $0.50
Find the accumulated per hectare cost
i, the interest rate : 0.06
at the end of a 30 year rotation of an
Years : 30
annual payment of $0.50 per hectare for
Accumulated future value
administrative expenses, with an interest
of an annual payment :
rate of 6%
$39.53

6. Discounted annual payment To find
the present value (Vo) of an annual
payment (a) for n years.

Accumulated Present
Find the accumulated value now of an
Value : $6.88
anticipated series of annual payments for
i, the interest rate : 0.06
administration over the next 30 years of
Years : 30
$0.50/ha, using a 6% interest rate
Annual Cost : $0.50

7. Capital recovery
Determines the annual payment (a)
which in n years will amount to the
original investment (Vo) plus interest at
rate i.

Find how much should be charged
Original investment :
annually for the use of equipment so as
$1000
to recover the original purchase price i, the interest rate : 0.06
$1000 plus interest at 6% by the end of a
Years : 30
30 year period
Annual payment : $72.65

8. Sinking fund
Determines the annual payment (a)
which will accumulate with interest to the
required investment (Vo) in n years.

Find how much should be set aside
New truck value : $20000
annually to provide for replacement of a i, the interest rate : 0.07
$20,000 truck at the end of 5 years, the
Years : 5
annual payments earning 7% compound
Annual payment :
interest
$34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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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뉴질랜드의 임업 분야 잠재력
뉴질랜드 조림업은 주로 수 십 년간의 정부와 산업기금 연구 시행의 결
과로서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다. 지난 15년 동
안 뉴질랜드는 산림 산업을 통해서 수출품 가치를 3배로 높였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뉴질랜드 임업은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으로 목재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4.6.1 해외 수요 증대
먼저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 일본, 인도에서 뉴질랜드 목재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다. 뉴질랜드는 이미 중국에 많은 양의 목재를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목재 수요는 2020년까지
450백만 ㎥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생산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자국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는 목재 공급 부족에 직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시기에 뉴질랜드는 약 1,800,000 ha
의 조림지로부터 목재를 연간 약 35백만 ㎥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
본은 최근 엄청난 지진 후에 재건을 위한 대경재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

다. 인도에 대한 목재 수출액은 지난 5년간 450% 정도 상승했고 수출
대상국 중 규모면으로 12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아울러 미국의 주택시
장이 되살아 날것이고, 뉴질랜드의 가장 가까운 시장인 오스트레일리아
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상당한 잠재 주택 수요를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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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긍정적 시장 전망
조림지는 산업에 활용될 목재 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다. 뉴질랜드와 같은 고임금 국가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산물 가공 산
업은 자본 집약적이어야 하고 원료공급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고품질의 목재 생산에 적합한 수종은 빠른 성장,
좋은 형수 및 질병 저항력 높아야 한다. 아울러 옹이가 적고 목질이 단단
하고 안정성 있어야 좋은 수종이다.
고가의 목재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나무 특성을 요구한다. 그 반
면 섬유 보드, 펄프, 종이, 생화학, 바이오에너지 등 저가재 시장에서는
개별 원료목 구분의 필요성이 낮다. 그러므로 뉴질랜드 조림 사업의 핵
심 이슈는 법정 수확을 통한 안정적 공급량을 유지하고 고품질의 나무를
길러 높은 이익률의 원목과 부산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
성, 품질과 생산성은 성공적인 산업에 열쇠가 될 것이다.
뉴질랜드는 속성 침엽수림에서 아래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우위를 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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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에타 소나무의 좋은 구조 외관 등급의 특징
· 유전육종을 통한 라디에타 소나무 재질의 개선
· 원목 가공 부문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가
· 바이오소재와 녹색 화학 원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공급을 위한
라디에타 소나무와 여타 종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성분을 추출해
낼 수용 능력
· 일정한 강수 패턴으로 비옥한 토양이지만 구릉성 지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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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토양 보유
· 임목의 빠른 생장률

현재까지 뉴질랜드 임업은 주로 증가하는 중국 수요 덕분에 최근에 상
당히 이윤성이 있는 산업이 되었지만, 국제적인 경쟁력 면에서 다른 산업
과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은 많이 들고, 노동
생산성은 높은 경쟁토지이용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결과적으
로 최근에 뉴질랜드 조림지 중 많은 면적이 목장으로 바뀌었다. 지난 10
년간 새로운 조림에 대한 투자가 없거나 낮았고 뉴질랜드는 이러한 추세
를 반전시키기 위해 목장에 속하는 토지 중 많은 면적을 임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10년간 뉴질랜드 내 임업의 기회
· 기존의 산림으로부터 증가하는 이윤 창출성
· 예상되는 수확량 증가를 활용하는 방안
· 새로운 조림과 재조림 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생산성과 나무 품질
· 생물보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 지속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의 입증
· 탄소 배출권 관리
· 다른 생태계 서비스: 질소 누출 감소, 토양 보전, 수질향상, 홍
수피해 위험성 감소
· 나무와 목재 섬유의 사용 촉진
· 집중적으로 경작된 저지대 토지의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한
혼농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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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임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연구
라디에타 소나무와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수종들을 활용한 뉴질랜드
임업의 장점은 고품질 목재를 비용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
력에 있다. 즉, 과학과 혁신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펄프
와 종이에 대한 연구로 환원 목재,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다른 잉여자원
활용 제품들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고, 주로 라디에타 소나무에 대한 해
외 연구를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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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산림 생장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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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의 RS&T분야에 대한 산업 투자
정부와 산업은 산림의 성장하는 산림 과학 분야에 매년 21백만 달러
(US) 정도를 함께 투자한다. 이것은 매년 산업에서 투자받는 금액의
14%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은 Scion 분자 생물학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상당한 양의 투자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임산업계는 자체 연구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일반
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 이용 불가능하다. 이것은 주로 운영 연구이지
만 투자자에게 상당한 지식과 혜택을 가져다준다. 이 산업은 특히 투자
를 통해서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되는 연구 프로
그램에 투자한다. 원목 혁신(Solid Wood Innovation; SWI), 구조재 혁
신 회사(Structural Timber Innovation Company; STIC) 연구 협회,
라디에타 소나무 육성회사(Radiata Pine Breeding Company; RPBC)
그리고 미래산림연구소 혁신수확 파트너십(Future Forests Research
Innovative Harvesting Primary Growth Partnership; FFRIHPGP)은
산업과 정부간에 50/50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다. 원목혁신(SWI)와 구
조재 혁신 회사(STIC)의 구성요소는 모두 임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잠재적으로 최종 생산품의 가치를 올림으로서 조림업자들에게 이윤을
자가 선호하는 나무의 특성대로 원목를 생산함으로서 더 장기간 동안 나
무 가공업자와 제품 제조업자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준다.
미래산림연구소(FFR)을 통해 투자 받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장기
간의 더 위험성 있는 연구와 이러한 프로그램이 소규모 산림 재배업자와
잘 알려진 폭넓은 공익들에 주는 혜택 때문에 정부에서 산업으로의 높은
비중의 투자를 받고 있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가져다준다. 이와 유사하게, 라디에타 소나무 육성회사(RPBC)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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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조림투자 여건분석 및 전망
4.7.1 조림투자 여건 현황분석
뉴질랜드 임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2개 부분으로 나뉜다.

· 기존의 자원 수준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투자
· 자원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투자

수익성 있는 가공기술의 부족은 산림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산림
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환경적 외부 효과 측면에서도 산림의 가
치는 높다.
산림 자원과 목재 가공에 대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
인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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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자본 비용, 이윤폭
· 필요 기술에 대한 노동력의 가용성
· 세금 제도
· 환경적 요구사항과 법안
· 인프라
·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 산림 분야 지원 여부
· 기존의 자원 수준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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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업에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합리적인 투
자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잠재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목재 가공 분야는 투자자 확보가 더 원활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직적인 원목 가격은 1993년 보다 절반으로 떨어졌고, MAF
는 실질적인 가격 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는 현재 상대적으
로 많은 반면, 공급 수준은 오늘날 2003년도의 기록에 비해 10%가 낮
다.
용도별 지가 변동률은 느린 지가 상승률을 보이는 용도에서 빠른 지가
상승률을 보이는 용도로의 토지 전용이 가능한 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
다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 장기간 지속되려면, 토지로부터 생
산된 제품 가치의 증가와 더불어 토지 가격의 증가가 동반될 필요가 있
다. 그렇지 않으면 높아진 토지 가격은 토지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낮은
수익률로 이어진다. MAF 자료에 따르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
익을 제외한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투자된 자본의 1∼3%이다.
투자자들은 만약 기대하는 제품 가치가 ㎥당 평균 125달러(US)에서
㎥당 190달러(US)에 이른다면 임업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4분기 전

80달러(US), 수출의 경우 ㎥당 91달러(US)였다.
현재 시장 가격과 투자비용의 차이를 적게 만들어 줄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있다.
우선,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할 것이
다. 투자자들은 또한 향후 30년 동안 실제 목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실질
농업 수익(토지의 기회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해당 기간 동안 실질 가격 상승률이 1%인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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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급에서 평균 원목 가격은 2008년 9월 해당분기에 국내의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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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투자비용보
다 실제 비용이 더 낮은 경우도 있고, 유전자 물질(Sorensson, 2006)의
선택과 제품 차별화 인해 예상되는 추가 수익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재 판매에 의해 수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의 생
태계 서비스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을 통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거
나 환경기금에 투자하는 탄소상쇄사업의 영향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
다(Pearce, 2007).
중요한 것은 산림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근본적인 수요가 있거나 제품
이 공급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가치가 있는 한, 임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는 충분히 존
재한다는 것이다.

· 자원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투자
임업 투자를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자원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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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이는 것이다. 임업 분야의 성장측면과는 달리, 자본에 대한 요구
는 규모가 크다. 뉴질랜드 같은 소규모 국가의 경우, 목재 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목재 가공에 대한 투자가 다른 투
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비해 적절한 위험조정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합리적인 근
거가 제시되고 자본 시장이 존재한다면, 목재 가공에 대한 투자는 이루
어질 것이다.
산림 제품 산업의 핵심 과제는 목재 가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고, 원목 수출에 비해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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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는 뉴질랜드의 목재 생산량과 MDF, 합판, 가구 제작을 위해 사
용되는 원목 비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추가 가공은 수익성이 있
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낮은 수익성은 가공 투자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몇몇 가공 투자의 형태들은 매우 많은 양의 가공을 요구한다. 그
러나 뉴질랜드 산림자원의 경우에는 임업 자원이 여러 용도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투자에는 맞지 않다. 가공 목재량은 늘어나는 반면,
목재 수확량의 증가속도는 가공 목재량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제재 분야에 대한 핵심 과제는 이윤을 창출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는 것이다. 수익성은 투자를 장려하는데 꼭 필요하다. 수익성은
산림 소유권과 제재 소유권의 분리, 원목 수출 가격에 대한 압박으로 인
하여 악화되었다. 원목 수출가격이 낮아질 때, 산림 소유자들은 목재 수
확을 포기할 수 있고, 제재업자는 원목을 구매하는데 소비하는 가격을
높이게 됨으로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목재 가격이 오르는 것
을 제한함으로서 이윤을 창출하기 힘들다. 목재 수출 가격이 높을 때,
제재업자는 그에 맞추어 목재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따라서 선순환이 이

4.7.2 조림투자 관련 동향 및 전망
조림 수종 결정은 시장 수요, 물리적 및 생물·생태적 요소들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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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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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의 국제적으로 수요가 있고 시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
진 수종 선호
· 라디에타 소나무의 집중 조림으로 인한 바이오보안에 대한 우려
· 차세대 해외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종관리에 대한 경험
· 바이오연료, 생체재료(biomaterial)의 일환으로 다양한 수종
실험 장려
· 일부 남섬 남부지역에서의 지대 상승으로 인한 고지대 조림사업 추세
· 부지 상태를 고려한 조림 수종 선택을 통한 생산성, 토지 이용
효율의 증대
· 새로운 조림 수종을 통해 얻어진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높은
잠재력 기대
· 고지대 조림 수종 개발을 통한 지역서비스 제공 및 경제 향상 가능

다음 10년에서 20년간의 대규모 조림은 토지 비용과 부지 이용 가능성
때문에 북섬과 남섬의 고지대 지역에 위치될 것이다. 고지대에 조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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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관리, 수확, 운송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잠재력을 고
려해보았을 때,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비목재 임산품(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s)과 관련
된 기회들

뉴질랜드 산림 관리자나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2차 작물, 식물 추
출물, 의약용 허브, 생태관광 관련 상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상업용 조림지는 주로 원목 및 목재칩 생산을 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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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고 있고, 2차 수입원에는 관심이 적었다. 이에 대한 한가지 방안으
로 비목재 임산품(NTFPs)이 산림 수입을 보완하고 주요 수입원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비목재 임산품(NTFPs)은 이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
두에서 산림 지역 총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비목재 임산품(NTFPs)은 적은 양의 산딸
기를 비롯한 열매들과 의학 치료를 위한 식물 추출물들, 버섯류가 있다.
지역 연구 기관들은 목재 생산과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작물의 종류를 선
정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버섯, 인삼, 산딸기류 열매들, 견과
류 들이 선정되었다. 2차 작물 개발에 대한 장점들은 다음 세 가지이다.

(i) 초기단계를 넘어서면 연간 소득이 발생하여 토지 소유주가 토
지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준다.
(ii) 추가 작물이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고 토지로부터 얻는 전반적
인 소득을 증가시켜 준다.
(iii) 2차 수입원은 장기 임업 투자와 관련된 재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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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가 환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Plantation Forestry; NES-PF)
국가 환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Plantation Forestry; NES-PF)은 임업의 환경적 영향을 관
리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자 제정되었다.
국가 환경 기준(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NES)은 자원관리
법 1991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RMA)의 하위 법규로 자
원관리법(RMA)에서 다루는 사안들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요구항목들
을 설정하고 특정 활동들에 대한 계획수립을 요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환경 기준(NES)은 지역 단위 계
획에 우선한다. 다만, 지역 단위 계획의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면 국가 환
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NES-PF)이 더욱 엄격한 계획 규정들을 허
용하는 곳들은 제외된다.
NES-PF는 2017년 8월에 최초 공표되었으며, 이후 토양침식 민
감도 분류에 관한 변경을 다룬 자원관리법 개정안 2018(Resources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Management Amendment Regulations 2018)으로 2018년 4월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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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한 사업임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지역 별로 혹은 지역 내에서도

었다.
국가 환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NES-PF)의 목표는 플랜테이션
임업 활동과 병행하여 환경적 영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플랜테이션
임업 활동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들을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자원관리법(RMA)의 하나의 법규체계를 통
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전에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단
위 계획을 통해 임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관리하였는데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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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고 특히 복수의 위원회 관할 경계에 걸쳐 있
는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사업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준수해야할 산림 경
영 규정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환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NES-PF)은 8
개의 핵심적인 플랜테이션 임업 활동에 대해 잠재적 환경영향을 관리하
기 위해 조건 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된 활동들을 규정한
하나의 법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환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
(NES-PF)에 의해 규정된 환경영향 관리가 곤란한 임지는 토양침식 위
험이 높은 지역이자 보다 더 강력한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의도된 활동은
자원 사용에 대한 동의(resource consent)가 별도로 필요하다. 환경영
향과 관련하여 국가 환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NES-PF)이 다루는
8개 핵심 플랜테이션 임업 활동은 아래와 같다.

· 신규조림
· 재조림
· 가지치기 및 무육간벌 (선별적 벌채 후 임지 내 존치)

· 하천 횡단 도로 개설 공사
· 임지 내 혹은 접경 채석작업
· 수확벌채
· 기계적 임지 정지 작업

국가 환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NES-PF) 대상은 최소 1 ha 이상
의 상업적 목적으로 식재되어져 있고 수확벌채 될 예정인 모든 산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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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법규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임업적 권장 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
다. 국가 환경 기준 - 플랜테이션 임업(NES-PF)제도 하에서의 충족해
야 하는 조건의 예를 몇 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하천, 호수 및 해안 지역의 수변에 식재할 경우 수변에서 일정 간
격을 두고 식재하여 식생이 없는 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신규조림
으로 인한 침식과 침적으로 인한 수체 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
을 관리
· 임지 토공사, 채석 및 수확벌채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관리계획 수립
· 임업활동 관련 강수 및 토사 관리 방안의 확립 및 유지
산림사업자들이 제도 상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활동은 허가되는 반면
불충족시, 해당 지역의 위원회로부터 자원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
역위원회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적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수확벌채, 임지 토공사 및 산림 채석과 같은 산림경영계획을 요구하는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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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활동과 하천 횡단 도로 개설 작업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가 일련의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자원관
리법(RMA)와 지역 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LGA)에 따라 공
개 협의과정을 거쳐서 부과 비용과 비용 부과 대상 활동과의 관련성을 입
증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니터링 소요 비용만큼의 금액을 부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은 자원 활용 동의를 발행하고 모니터링
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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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연구
5.1 사례 1 : 기스번(Gisborne) 동쪽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커뮤니
티에서의 임업에 대한 태도
· 개요
기스번(Gisborn) 동쪽해안의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비전, 가치 그
리고 선호도를 조사한 1999/2000년도 조사의 결과는 임업에 대한 태
도에 집중해서 분석되었다. 그 조사의 참가자들은 그 지역 선거인명부
(Electoral Rolls)에 있는 이름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이후 농촌 일
반인 거주자들, 도시 일반인 거주자들, 농촌 마오리인 거주자들, 도시
마오리인 거주자들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임업과 관련된 15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들은 집단별로 비교했고, 비교는 1994년에 실시된 유
사한 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집단에서, 임업은 개발을 위한 후보군으로 제시된 관광업, 농업,
전자업, 임업, 어업의 5개 산업들 중에 3위를 차지했다. 비록 대다수가
최근에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여겼고, 약 66%가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은 1994년 이래로 임업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임업 확장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들은 일반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오리인 거주민들에 의해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1999/2000년도의 주
된 경작지 전용에 대한 관심사는 과거 1994년도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에
대한 관심사와 달랐다. 도시 마오리인 거주자들은 환경에 대한 임업의
영향에 관해서 추가적인 우려를 보였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도시 거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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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잘못된 산림경영의 실태나 잘못된 정보
에 근거했을 수도 있다. 그것들은 때때로 임업에서 수용되는 혜택들과
상충했다. 임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공동체, 규제 당국, 토지 관리
인, 그리고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 그 산업에 대한 정보의 효과적인 보급
이 필요하다. 임업의 장기적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성취되려면 산림산
업 종사자들과 규제자들은 임업에 대한 공동체의 태도를 고려해야할 것
이다.

· 요약과 결론
미래의 개발 관점에서, 관광업은 기스번(Gisborne) 동쪽 해안지역에
서 조사된 사람들 대다수에 의해서 선호된 산업이었다. 이러한 선호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관광업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
년과 1999/2000년 사이에 관광의 확장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선호가 증
가했으나 농촌 개발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졌다.
또한 임업의 미래 개발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 정도는 1994년도와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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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0년도 사이에 6년의 기간 동안 감소해서, 전체 농촌 응답자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4개 표본 집단의 사람들은 가장 기대하는 효
과인 취업 기회 창출, 특히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기회를
창안했다. 임업 개발에 대한 선호에서 도시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
다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임업의 발전은 그 지역에 이익을 주었다고 여
겼으며, 도시 거주민 66%는 임업에 대한 투자는 그 지역의 미래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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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례 2 : 맥켄지/와이타키(Mackenzie/Waitaki) 분지에서의
임업 토지 사용 변화 시나리오
· 개요
뉴질랜드, 맥켄지/와이타키(Mackenzie/Waitaki) 분지에 대한 5가
지 토지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잠정적인 경제적 영향은 임업 기반 선
형 프로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restry Oriented Linear Programming
Interpreter; FOLPI) 모형들을 사용해서 본보기로 했다. 이 시나리오들
은 보존을 기반으로 한 선택으로부터 임업과 농업의 통합까지 범위를 두
었다. 농업과 임업 생산량, 고용, 그리고 투입에 관한 각각의 시나리오
에 대한 영향들은 맥켄지/와이타키(Mackenzie/Waitaki) 구역들과 캔터
버리/오타고(Canterbury/Otago) 지역 둘 다에서 산출되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한 농업 생산과 목재 양에 대한 임업 기반 선형
프로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의 예측은 새로운 처리 시설을 설립하
거나 설립하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분지
지역에서 관련된 고용과 소득의 추정치와 결합한다. 처리과정의 가정은
90년 동안 그 분지 지역의 새로운 목재 처리의 가설상의 변화로 인한 고

임업 기반 선형 프로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에서 시나리오 설명들
관련된 고용과 임금과 더해서 그 분지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임업 및 농
업의 생산은 연구의 초기 부분 동안 공식화된 토지 이용의 5가지 시나리
오들에 따라 모델링되었다(Hock 외. 1955). 시나리오들은 특정 토지
형태와 그 분지 지역에서 선호되는 임업 선택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 반응 범위를 반영하였다. 그러면 시나리오들이 임업 기반 선형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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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수입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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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 모델에서 조림으로 사용되는 지역들을 결
정했다.

(i) 시나리오 A, 조림지: 야생 종자 관리를 통해 모든 4 종류의 토
지형태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의 70%에 있는 상업적 조림지
(ii) 시나리오 B, 방풍림/목초지: 야생 종자 관리를 통해 높은 강
우량 지대와 낮은 경사지에서 70%에 대한 방풍림과 발전된 목
초지 및 언덕 위의 15%에 대한 조림지
(iii) 시나리오 C, 보존/파괴: 이용 가능한 토지로부터 모든 임목 제거
(iv) 시나리오 D, 야생 종자 관리 없이 모든 토지형태의 15%에
대한 조림지들
(v) 시나리오 E, 야생 종자 관리를 통해 모든 토지형태의 15%에
대한 조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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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토지이용 그룹별 ha당 가축단위(Live Stock Unit; LSU)
LUC unit
Valley
floor

W.side E.side
(moist) (dry)

Irrig.

Umimpr. Improved

Irrig.

wght
av.

Gross
margins
($/ha)

2

4

na

2.5

5

na

17.69

0

100

2

4

4

70.76

4s12

2

4

na

2.5

5

na

13.48

40

60

2

4

3.2

43.12

6s11

0.5

1-2

na

1.5

2

na

31.47

20

80

0.5

1.5

1.3

40.91

0.1

0.2

na

0.2

05

na

18.98

100

0

0.1

0.2

0.1

1.90

0.1

0.2

na

0.2

0.5

na

13.48

100

0

0.1

0.2

0.1

1.35

2

5-7

10

na

8

15

17.69

20

80

2

6

5.2

91.98

7s3
Flood
plains

3c1

0.5-1

4

10

2

8

15

23.14

20

80

0.75

4

3.35

77.51

0.5-1.0

4

10

2

8

15

23.14

40

60

0.75

4

2.7

62.47

6s11

0.5

1-2

5

1.5

2

12

17.69

20

80

0.5

1.5

1.3

23.00

7s2

0.1

0.2

?

0.2

0.5

10

13.48

100

0

0.1

0.2

0.1

1.35

7s3

0.1

0.2

6

0.5

1.5

10

13.48

100

0

0.1

0.2

0.1

1.35

2

5

10

10

na

31.47

40

60

2

5

3.8

119.57

4e12

1

3-5

na

5

na

31.47

60

40

1

4

2.2

69.22

4e16

0.9

1.5

na

1

2

na

13.48

50

50

0.9

1.5

1.2

16.17

6s12

0.5

1.5

na

1

2

na

13.48

90

10

0.5

1.5

0.6

8.09

7c3

0.2

0.2

na

0.2

na

na

17.69

100

0

0.2

0.2

0.2

3.54

3e11

2

5-7

10

3

8

15

20.90

20

80

2

6

5.2

108.68

4s9

1

3

6

3

2

12

20.90

50

50

1

3

2

41.80

5s3

0.3

1.5

na

0.5

3

na

22.37

0.3

1.5

0

0.00

5s3

0.3

2

na

0.3

3

na

22.37

6s7

0.1-0.2

0.5-1

6

0.2

2

12

7s12

<0.1

na

na

0.1

na

10

4e10

2

6

na

2

6

6c1

1

2

na

1

2

6e27

0.15

na

na

0.25

4e9

2-3

4-5

10

4e12

0.5-1

2-5

10

80

20

0.3

2

0.64

14.32

20.90

90

10

0.15

0.75

0.21

4.39

20.90

100

0

0.1

0.1

0.1

2.09

na

22.37

50

50

2

6

4

89.47

na

20.90

80

20

1

2

1.2

25.08

na

na

23.14

80

20

0.15

1.5

0.42

9.72

3

6-7

15

17.69

50

50

2.5

4.5

3.5

61.91

?

2.5-7

15

20.90

60

40

0.75

3.5

1.85

38.67

6c3

0.2

2.5

na

0.5

3

na

0.00

80

20

0.2

2.5

0.66

0.00

6e26

0.2

1.5-2

na

0.25

3

na

34.83

80

20

0.2

1.75

0.51

17.76

6s9

0.2

1.5

na

0.5

2

na

34.83

90

10

0.2

1.5

0.3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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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6
4s12

3e15

Undulatingrolling

Umimpr. Improved

Proportion
lsu/ha
Gross
margins
($/ha) Umimpr. Improved Umimpr. Improved

Top farmer

4e8

7s2

Terraces
moraines
mainly
flat

Estimated carrying capacity(lsu/ha)
Present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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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토지이용 그룹별 ha당 가축단위(LSU)(계속)
LUC unit
Valley
floor

W.side E.side
(moist) (dry)

Umimpr. Improved

Irrig.

Top farmer
Umimpr. Improved

Irrig.

wght
av.

Gross
margins
($/ha)

1-2.5

2-4

na

3

8

na

31.47

60

40

1.75

3

2.25

70.80

6w3

1

2

na

2

6

na

31.47

80

20

1

2

1.2

37.73

3w1

3

6

na

4

10

na

28.32

80

20

3

6

3.6

101.94

4w2

3-5

6

na

5

10

na

28.32

50

50

4

6

5

141.59

5w1

1-2.5

2-4

na

?

8

na

28.32

50

50

1.75

3

2.375

67.25

5w2

1-2.5

2-4

na

?

8

na

28.32

60

40

1.75

3

2.25

63.71

0

0.00

6e29

0.5

2

na

1

3

na

34.83

80

20

0.5

2

0.8

27.87

7e23

0.3

1

na

0.5

2

na

31.47

90

10

0.3

1

0.37

11.64

6e14

0.5

2

na

0.7

3

na

28.32

80

20

0.5

2

0.8

22.65

6e15

0.5

2

na

0.7

3

na

28.32

80

20

0.5

2

0.8

22.65

6e19

0.3

1.5

na

0.5

2

na

28.32

80

20

0.3

1.5

0.54

15.29

6e22

0.5

2

na

0.7

3

na

28.32

80

20

0.5

2

0.8

22.65

6e23

0.5

2

na

1

3

na

28.32

80

20

0.5

2

0.8

22.65

6c1

1

2

na

1.5

2.5

na

20.90

80

20

1

2

1.2

25.08

7e12

0.1

0.5

na

0.5

1.5

na

18.98

90

10

0.1

0.5

0.14

2.66

7e6

0.2

0.5

na

0.2

1

na

18.98

90

10

0.2

0.5

0.23

4.37

7e24

0.1

na

na

0.15

na

na

23.14

100

0

0.1

0.1

0.1

2.31

Steeplands
lower-mid
s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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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verage

lsu/ha

Gross
margins
($/ha) Umimpr. Improved Umimpr. Improved

5w2

Impeded
drainage

Upper
slopes

Proportion

Estimated carrying capacity(lsu/ha)

7c4

0.2

na

0.2

na

na

18.98

100

0.2

0.2

0.2

3.80

7e17

0.2

na

0.3

na

na

N/A

100

0

0.2

0.2

0.2

N/A

7e18

0.15

na

0.2

na

na

N/A

100

0

0.15

0.15

0.15

N/A

7e26

0.1

na

0.2

na

na

N/A

100

0

0.1

0.1

0.1

N/A

7c4

0.15

na

0.2

na

na

28.32

100

0

0.15

0.15

0.15

4.25

7e21

0.1-0.2

na

0.2

na

na

N/A

100

0

0.15

0.15

0.15

N/A

7E26

0.1-0.2

NA

0.2

NA

NA

N/A

100

0

0.15

0.15

0.1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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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토지 이용 시나리오별 조림면적

Land-use scenario
Scenario
A-plantations(70%)
Scenario B-mixed grazing
and trees
Scenario C-conservation
Scenario
D-plantations(15%),
no wilding control
Scenario
E-plantations(15%),
+ wilding control

Areas planted
(total ha)

Wilding spread

150,853
116,828
0
32,326 plus wilding spread
of

1,698 ha/yr from 2040
6,422 ha/yr from 2065
9,766 ha/yr from 2084

32,326

임업 기반 선형 프로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에서의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나리오 A (조림지 70%) 및 E (조림지 15%)
시나리오 A에서 각각의 지형과 강우량의 조합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의 70%는 45년 동안 매년 동등한 양으로 조림되었다. 시나

토지의 25%만 조림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했다. 모델링 기간
초기에는 임업에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는 농경지대에 보유되었
다. 모형은 먼저 최악의 농경지를 기준으로 토지를 계획했다. 산
림벌채가 실시되었으며, 나무들은 45년이 되는 해에 벌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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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E는 각각의 지형과 강우량의 조합에서 전체의 이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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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B (방풍림과 개발된 목초지 70%, 조림지 15%)
시나리오 B에서, 45년 동안 70%는 개발된 목초지와 방풍지역
으로 전환되었고 언덕 경사면 15%는 농장으로 전환되었다. 평지
와 경사면에 있는 토지는 개발된 혹은 미개발된 목초지로 분류되
었다. 같은 토지분류(Land Use Classifciation; LUC)이지만 다
른 개발 상태를 가진 토지는 ha당 다른 가축단위(LSU)를 가졌
다.
시나리오 A 및 E와 마찬가지로, 토지는 4개의 강우지역에서 매
년 같은 양으로 조림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미개발된 토지는 개발
된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조림되었다. 5개의 언덕 지형과 강우 조
합 각각에 대해 이용 가능한 토지의 15%가 지난 45년 동안 연간
동일한 양으로 조림되었다. 나무들(산림과 방풍림)은 45년이 되
는 해에 벌채되었고 야생 종자 통제가 실시되었다.

· 시나리오 C (보존-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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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C에서, 전체 연구 지역(215,504 ha)은 가장 적은 산
림 벌채지를 기준으로 10년간 균등하게 분해되었다. 어떤 야생 종
자 통제는 모델링되지 않았다. 다른 시나리오와 일치시키기 위해
서 기존에 어떠한 나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했다. 임업 기반
선형 프로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의 자료는 각각의 임형에
대하여 산출표로 구성되었다.

· 시나리오 D (야생종 관리 없는 조림지 15%)
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E와 유사했다. 하지만, 야생 종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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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시행되지 않았고, 산림 확장을 이끌었다. 12년도가 되자 새
로운 표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모수림 체제에서와 동일한 최
종 목재 생산량 산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었다. 모든 나무들
은 45년이 되는 해에 벌채되었고 야생 종자의 나무들로부터의 토
지는 모림 체제로 대체되었다.

· 농업 및 임업 사업의 경제적 영향
Butcher(1997)에 의해 계산된 복합적인 요인들은 와이타키
(Waitaki)와 맥켄지(Mackenzie) 지역 및 캔터버리(Canterbury)
와 오타고(Otago) 지역을 위한 시나리오들에 의해 생성된 총소
득, 총가구 소득 및 고용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업 기반
선형 프로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에서 유래된 목재유동 및
가축단위(LSU)에 적용되었다. 농업과 임업에 대한 별도의 계산
들이 이루어졌다. 임업에서 고용과 수입은 묘목장 작업, 조림, 벌
목, 운송, 관리, 그리고 사용료의 운영 범주로 더욱 세분화되었
다. 농업의 영향력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 수치를 일자리와 특

단위(LSU)가 사용되었다. 고용수준, 총수입, 가구 소득을 창출
하기 위해 사용된 농업의 승수가 표 5. 3에 나열되어 있다. 그 승
수는 모델링 작용의 매년 총 재고 수량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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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농업승수

EMPLOYMENT(FTE/LSU)
Direct

0.000332

Basin

0.000384

District

0.000582

Region

0.000958
OUTPUT(달러(US)/LSU)

Direct

34.474

Basin

40.263

District

54.211

Region

87.632

INCOME(Gross household $/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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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8.421

Basin

10.000

District

14.737

Region

26.579

사용된 임업 승수,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고용 수준, 총 수
입, 그리고 가구 소득의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임업 기반
선형 프로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의 산출에 적용되는지는
상기 표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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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맥켄지(Mackenzie) 분지, 관할 구역, 그리고 캔터버리(Caterbury) 지역에서 토
지 사용 변화로 야기되는 임업 고용, 생산 및 소득에 대한 영향과 상수
Direct

Applied to

Basin

District

Region

Applied to

0

0.01

0.011261

Ha established

Employment
Nursery

0

Plant/Silv.

1

1.06

1.13

1.31

All silv.&estab.
costs

Roading

0.005

Ha clearfell

1.2

1.48

1.96

Direct

Logging

0.09

Ha clearfell+0.2 x ha
thinnings

1.09

1.23

1.54

Direct

Transport

0.072

Ha clearfell+0.2 x ha
thinnings

1.21

1.59

1.94

Direct

Management

0.0009

0.0009

0.0011

0.0016

Total estate at time

Royalty(/ha)

0

0.0135

0.030

0.071

Ha clearfell

Output
Nursery
Plant/Silv.

1

All silviculture & establ.
costs

1.22

1.43

1.99

Direct

Roading

1

2 x volume clearfell

1.21

1.46

1.95

Direct

Logging

1

20 x volume clearfell +
25 x volume thinnings

1.15

1.34

1.78

Direct

Transport

1

20 x volume clearfell +
20 x volume thinnings

1.21

1.44

1.86

Direct

Management

1

25 x forestry estate ha

1.25

1.59

2.17

Direct

1

Clearfell and thinnings
revenues

1.07

1.13

1.28

Direct

Royalty(/ha)

Plant/Silv.

0.8

Plant/silv. direct impact
for Output

1.07

1.15

1.37

Direct

Roading

0.18

Roading direct impact
for Output

1.15

1.34

1.73

Direct

Logging

0.5

Logging direct impact
for Output

1.06

1.17

1.41

Direct

Transport

0.33

Transport direct impact
for Output

1.16

1.37

1.68

Direct

Management

0.4

Management direct
impact for Output

1.1

1.48

1.99

Direct

Royalty(/ha)

0.3

Royalty direct impact for
Output

1.05

1.1

1.26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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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Gross household income
Nurs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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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과정의 경제적 영향
4개의 임업 시나리오로 인해 재적을 기반으로 하여, 산림 연구
(Butcher 1997)에 의해 4개의 가공 시나리오들이 개발되었다.
비록 다른 시나리오들이 가능하지만, 이는 분지 지역 내에 합리적
으로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을 기술했다. Butcher(1997)
에 의해 지역, 구획에 대한 소득 및 고용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모
델링되었다. 그 영향들은 지역 내 벌목의 감소로 인한 고용과 수
입의 감소를 고려한 순이익이었다. 농장 산출의 백만 달러(US)당
육류 및 양모 가공의 영향들은 표 5. 6에 나와 있다.
각 시나리오를 모델링 한 후 발견된 유역 연구 지역의 가축단위
(LSU)의 정상 상태의 수를 기반으로 각 시나리오에 대한 고용 및
수입이 산정되었다.

[표 5. 5] 임업으로 인한 처리 과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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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Income
(백만 달러(US))
A
B
C
D
E
Employment(FTEs)
A
B
C
D
E

Direct

Basin

District

Region

25.1
3.8
0
5.8
5.8

23.6
1.9
0
2.5
2.5

28.3
4.5
0
6.7
6.7

44
6.8
0
10.2
10.2

725
104
0
166
166

719
48
0
73
73

916
131
0
204
204

1430
202
0
317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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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6] 농업의 영향

Farm Output
Employment
Wool scouring

Multipliers for million(US) of “output
Region

Meat

Region
District

Income
Wool scouring

Region

Meat

Region
District

Direct
Total
Direct
Total
Total

1.2
3.3
3.8
8.7
6.2

Direct
Total
Direct
Total
Total

0.03
0.1
0.14
0.29
0.22

임업 기반 선형 프로그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는 맥켄지/와
이타키(Mackenzie/Waitaki) 지역에서 다양한 잠재적인 토지 사
용 시나리오들의 영향을 모델링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었
다. 이러한 시나리오 중 일부는 조림사업 증가를 검토한 반면 다
른 시나리오들은 방풍림과 같은 소규모 임업과 농업을 검토했다.

래밍 해석프로그램(FOLPI) 모델에서 산물로 포함하여 시뮬레이
션 할 수 있다. 토지 이용 용도가 임업으로 전환될 때, 가축단위
(LSU)는 줄어든다. ha당 목재 공급 또는 가축단위에 승수를 곱
하여 직접적인 고용과 소득과 계산을 통해 도출된 2차적 고용과
소득이 도출된다. 이를 통해 다른 토지 사용과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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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토지 이용은 ha당 가축단위(LSU)를 임업 기반 선형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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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례 3 : Taupo호 위탁림
Taupo호 위탁림(The Lake Taupo Forest Trust; LTFT)는 지역 커
뮤니티가 소유하고, 지역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산림관리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개별 토지 소유권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통해 대규모 자
산으로 통합되었다. 사업은 28년 간 국가와의 임대 제휴로 운영된다.
Taupo호 위탁림(LTFT)은 66개의 마오리족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대
변하기 위해 1968년 12월에 설립되었다. Taupo호 위탁림(LTFT)은 법
정 마오리족 행정당국으로 11,000명 이상의 소유주의 토지 이익을 관리
하고 22,000 ha를 포함한 33,000 ha의 토지를 관리한다. 뉴질랜드의
중심 북섬에 위치한다.
Taupo호 위탁림(LTFT)과 뉴질랜드 모두 산림에 대한 지분 투자가이
며, 어떠한 부채도 없다.

(i) 신탁이 수익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토지와 자원의 핵
심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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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익권 소유자의 장기적인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개
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탁 자산의 개발을 통해 최적의 지속가
능한 자산 성장 및 재무 수익을 추구한다.
(iii) 신탁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전문성, 정직성, 그리고 성실성
의 원칙을 적용한다.

Taupo호 위탁림(LTFT)에 관련된 150명의 노동자들 중 대략 40%는
그 땅의 소유주이거나 소유주의 자손들이다. Taupo호 위탁림(LTF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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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탁인은 그 부족의 노인들인 경향이 있고, 그들이 모든 문화적, 경제
적 그리고 사회적 목표들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역할을 떠
맡고 있다. 소유주를 포함해서, 지역 사람들은 수준 높은 경영에서 노동
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upo호 위탁림(LTFT)가 종종 다양한 NGO와 다른 매개자들과 소
통을 하는 반면, 아무도 산림 관리, 경영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뉴질랜드는 처음에 그 사업에 투자했지만, 2021년 말에 모든 자산과
통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한다. 이처럼 지분은 점차적으로 없어지
고 있다.
입목 벌채권은 각 단체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임대가 이제
끝나고 있고, 첫 번째 윤벌기 나무가 벌채됨에 따라, 그 토지는 국가 임
대에서 나오고, 첫 번째 윤벌기 이익의 몫을 이용하는 신탁에 의해서 대
체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신탁은 완전히 소유하는 지역을 매년 약
900ha까지 증가시킨다. 2021년이 되면 모든 Taupo호 위탁림(LTFT)
은 신탁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윤벌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

LTCT)은 Taupo호 위탁림(LTFT), 소유주들 및 이 소유주들의 자손들
에게 혜택을 주는 마오리족 공동체의 자선 목적을 위해 신탁 기금을 관
리한다. 이 목적은 건강,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복지를 장려하고, 교
육을 위한 보조금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에 Lake Taupo Forest는 산림책임심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지불보증을 획득했다.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산림책임
심의회(FSC) 보증 목재는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에서 팔린다. Taup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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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림(LTFT)은 가치 연쇄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조사하고 있
고, 그래서 단순히 원목을 수출한다기보다, 그 지역의 원목에 가치를 더
하고 가공품들의 판매와 유통에 관련할 수 있다.
Taupo호 위탁림(LTFT) 토지 33,000 ha는 이 사업체에 위탁된다. 더
해서, 그 신탁은 토지의 나무의 두 번째 윤벌기를 확립하고 관리하는데
현재까지 약 3천억 달러(US)를 투자해왔다.
임업 투자는 6%와 7% 사이에서 실제 수익률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
다. 현재까지, 그 신탁은 그것의 소유주에게 미화 약 3천만 달러(US)를
분배했지만, 일단 2021년에 두 번째 윤벌기의 나무를 벌채하기 시작하
면 더 증가할 것이다.

5.4 사례 4 : 노스랜드(Northland) 사례의 NPV 분석
· 목적
Northland 사업 사례는 지속가능한 농장 및 임업 펀드(Sustainable
Farming/Forestry Fund; SFF)를 통한 1차 산업부(Ministr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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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Industries; MPI)로부터 지원받은 산림투자 관련 조사 프로그
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부가가치의 임산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 수종을 바탕으로 노스랜드(Northland)에 지속성 있는 새로운 산림
업 시스템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적인 산림 수종, 수종의 장소 적합성, 산림 관리
요구조건, 그리고 생장과 생산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임업 계획안을 정하는 것, 그리고 노스랜드(Northland) 구역에서 6개의
클러스터 지역에 대해 각각의 임지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경제적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6개의 클러스터는 초기 프로젝트 결정이 이루어 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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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기반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무리 지역의 크기는 이 위치들에 있
는 현존하는 외래 산림의 면적에 따른다. 7개의 임업 계획안은 다음 항
목의 연관된 성장에 따라 정해졌다. 1) 건설용 목재를 위한 라디에타 소
나무(Pinus Radiata ), 2) 외관-등급 목재를 위한 가지치기한 라디에타
소나무, 3) 마누카, 4) 카우리, 5) 토타라, 6) 유칼립투스(Eucalyptus

glubulus ), 7)사이프러스(Cupressus sempervirens )
· 주요 결과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토착종에 대한 비용접근은 토지 소유주
에 의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비용(예를 들면 보험, 해충 관리와 행정
업무)이 제외되는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
다. 주요 비용, 생산과 가격 데이터를 근거로, 가장 높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종은 분석된 6개의 클러스터 사이에서 구분된다. 이 연구들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i) 라디에타 소나무 이외의 종들로 구성된 경제 산림이 있다.
(ii) 모든 지역에 최적으로 맞는 계획안은 없다.
창출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iv) 카우리와 마누카 종은 모든 6개의 클러스터에 긍정적인 경제
수익을 제공해 준다.
(v) 새로운 산림에 대한 조림과 관리는 묘목장과 같은 연관 산업
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vi) 새로운 산림을 개발하는데 쓰일 투자와 현금 유동성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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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행 접근계획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세워 질 수 있
다.

(i) 가장 높은 토지 기대 가치(Land Expectation Values; LEV)
는 구조재용 라디에타 소나무를 재배하는 시나리오에서 나타
났으며, 카우리, 유칼립투스, 마누카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결
과는 시장에 더 근접하고 라다에타의 구조적 토지 기대 가치
(LEV)가 높은 사우스호키안가(South Hokianga), 센트럴 타
이토케라우(Central Taitokerau) 및 사우스 카이파라(South
Kaipara) 클러스터의 임업 경제에 강한 비중을 두었다.
(ii) 카우리를 위해 요구되는 조림 투자는 건설용 목재를 위해 길
러지는 라디에타 소나무의 비용에 비해서 3.1배 높다. 이와 유
사하게, 유칼립투스를 키우는데 드는 투자금은 1.2배 높고, 마
누카를 키우는 데는 라디에타 소나무보다 1.4배가 더 많이 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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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카우리에 대한 예상되는 수입은 라디에타 소나무에 비해서
4.7배, 유칼립투스는 1.9배, 마누카는 0.3배 더 높다.

다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i) 산림 산업을 지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림에 대한
신규 조림이 필요하다.
(ii) 마누카, 카우리, 토타라종은 실험된 다른 계획들의 통합, 외
래종의 다양성에 대한 잠재적인 사용, 생장, 관리, 수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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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산림 시업의 사용을 수반한다.
(iii) 노스랜드(Northland) 지역적 특색에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한 다른 종과 장소들이 있을 수 있다.
(iv) 고려되는 종들의 마오리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잠재적인 혜택
은 표 5. 7에 요약되어 있다.

[표 5. 7] 수종별 Maori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잠재적 혜택

Potential Benefit
Species
Evironmental

Cultural

Spiritual

Radiata pine
structural

Yes

Possible

No

No

Radiata pine pruned

Yes

Possible

No

No

Manuka

Site specific

Yes

Yes

Yes

Kauri

Yes

Yes

Yes

Yes

Totara

Site specific

Yes

Yes

Yes

Stringbark Eucalypt

Site specific

Possible

No

No

Cypresses

Site specific

Possible

No

No

Exotic Kauri

Yes

Ye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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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림에 대한 개발은 경제적인 투자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또한
묘목장, 채종원, 조림법과 관리 등과 같은 지원 산업의 개발을 통하여
고용 기회와 개발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산림 산업의 발전
과 전환은 시간이 걸린다. 노스랜드(Northland)에 존재하는 토타라 자
원이 그 증거이다. 토타라 종이 출발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 시설
을 통해서 원목 처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새로운 시설이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규모를 결정한다. 토지 소유주들은 또한 롱고아
(Rongoa)와 생태 관광과 같은 산림의 다른 경제적 혜택에 대하여 관심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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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질랜드 산림 자원 개발 분야별 SWOT 분석
6.1 산림 자원 분야
산림 분야는 뉴질랜드의 사회와 경제의 개발에 여러 모로 기여한다.
산림 분야는 특히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뉴질랜드 1,800,000ha의 조림지는 침식 예방에서부터
황폐지 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 분야
는 관광업과 에너지 생산에도 기여한다.
산림분야는 향후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가공 목제품이 이러한 성장의 기반 역할을 하겠지만, 2차 작물에
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을 위해 목재 잔여물의 사
용과 특수 화학제품, 플라스틱 합성물과 같은 신제품 개발도 이루어지
고 있다.

· 강점
산림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요인들이 미래의 목재 이용

이루고 있다.

(i) 조림지의 확대로 인한 수확량, 가공 활동, 고용의 증대
(ii) 산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관심 증대
(iii) 생체물질과 목재 잔여물 활용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
(iv) 수종 및 목재 특성에 대한 연구 실적 보유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가능성에서부터 환경적 압박과 연구 기회 등 폭넓은 스펙트럼을

147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v) 효과적인 바이오보안
(vi) 다목적 수종을 통한 원목 생산
(vii) 단일 다목적 수종기반 시장 지원과 제품개발 조율 역량
(viii) 우수한 자원 통계 및 목재 가용성 예측 역량

· 약점
(i) 원목과 목재 가격의 주기적인 측면으로 인한 사업 신뢰도, 투
자 패턴과 생산성 저하
(ii) 새로운 가공시설 설립을 위한 산업 부지의 부족
(iii)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해충, 질병, 바람, 기후변화 따
른 수확 결정을 통한 목재 공급 변동
(iv) 가공업자와 소규모 소유주 간 연결 부족
(v) 소규모 소유주 비중이 높은 열악한 인프라
(vi)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산재한 자원 증가 비용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148

· 위협요소
산림 분야는 추가적인 목재 가공 수용력을 높이는 것과 자원 기반
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i) 일부 시장에서 저급품종으로 간주되는 라디에타 소나무
(Pinus Radiata )
(ii) 소규모 소유주의 자원 품질 및 물량에 대한 제한적인 파악
(iii) 공통 모델 채택에 대한 소규모 소유주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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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임업이 뉴질랜드 사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기여
를 높이고자 하는 기회는 계속 된다.

(i) 환경 서비스의 가치 최대화 필요성 인지
(ii) 목재 잔존물 활용 가능성
(iii) 2차 작물, 탄소 산업과 관광 등을 통한 수입의 다양화
(iv) 지속 가능한 목재 공급에 기반을 둔 시장개발 능력
(v) 임업 발전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소규모 임산물 소유주
활용가능성
(vi) 소규모 산림 자원에 대한 집약적 관리 및 경제 규모 창출에
의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경제 향상

6.2 임업 활동 관리 계획
다음 SWOT 분석은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사회의 임업에 영
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 자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의 임업 관리 능력
(ii) 강력한 관리 및 지원 구조
(iii) 보다 원활하고 개선된 이사회 수익률
(iv)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식재 및 유지관리 순환
(v) 장소와 시기 기준으로 경영되는 소규모 조림지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 강점

149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 약점
(i) 임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부족
(ii) 숙련공 보유
(iii) 복잡한 임업회계
(iv) 임업에 대한 제한적인 사전 내부 지식

· 위협요소
(i) 배출권 거래제도 중단 가능성
(ii) 국제 목재 가격 및 탄소 가격 하락 가능성
(iii) 화재 또는 풍해
(iv) 현금 흐름 위험
(v) 입법 문제
(vi) 수확비용 증가
(vii) 환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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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i) 배출권 거래제도
(ii)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사회 수익 증대
(iii) 일정한 수익 및 이익 실현을 위한 토지 보유 품질 개선

산림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복잡하며 정교한 내부 운영 정보가 필요
하다. 환율, 할인율, 향후 판매가격은 재무보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다. 목재의 적정 가격은 주요 요소의 작은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제표 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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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업 연관 산업
이 장에서는 임업 분야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투입요소(예: 인력, 금
융, 에너지 및 운송)를 고려한다.

· 강점
에너지와 운송은 임업 분야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i) 뉴질랜드의 주요 에너지 소비처이면서 동시에 생산처인 목재
가공 부문
(ii) 현대적인 교통 네트워크
(iii) 국제무역의 극히 일부이며 호주와의 무역 경로의 연장선상으
로 취급되는 뉴질랜드의 연간 해상 화물
(iv) 호주의 시장 접근성
(v)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과학 시스템
(vi) 에너지원으로서의 바이오매스 이용 및 이용 가능성
(vii) 목재 부산물 사용에 따른 폐기물 감소

(ix)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이미 제공하는 재생 가능한 산림 자원

· 약점
(i) 경쟁 국가보다 높은 뉴질랜드의 환경요건 및 법규
(ii) 뉴질랜드의 비교적 낮은 산림 고용 임금률
(iii) 운송비 상승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viii) 에너지 절약 경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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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iv) 투자 저해 및 비용을 상승시키는 높거나 불확실한 뉴질랜드
에너지 가격

· 위협 요소
(i) 필요한 기술을 갖춘 노동력의 불확실한 가용성
(ii) 제재소 소유권과 임야 소유권의 분리 및 목재 수출 가격 책정
압박에 따른 악화된 제재 수익성
(iii)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현재의 조경 및 수확 계약 입찰
(iv) 임지 잔존물 및 부산물 공급을 위한 경쟁에 따른 처리 비용 증가

· 기회
(i) 목재 수요에 대한 지속적 증가
(ii) 산림 생태계 서비스 판매나 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
(iii) 화물비용의 부담 감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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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임업 기업이 교육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하는 경우,
노동력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이익 창출 가능
(v) 산림 부산물 사용 증가 추세
(vi) 산발적인 산림 자원 인근에 분포하는 소규모 첨단 제재소의
개발을 통한 화물 용적 톤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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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뉴질랜드 임업의 경쟁력과 비교 우위
뉴질랜드 임업은 세계 시장 수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임업
의 경쟁력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 이러한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
하여 뉴질랜드 임업이 갖는 상대적인 강점의 활용 여부에 일정 부분 영향
을 받는다. 본 장은 이러한 경쟁력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 우위
두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 강점
비용은 뉴질랜드의 경쟁력과 비교 우위의 중요한 요인이다.

(i) 뉴질랜드 임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환경,
보건 및 안전 준수 비용에 따른 낮은 비용 경쟁력
(ii) 제재소 목재 가치에서 차지하는 높은 운송비 비율(목재 가치
의 50∼60%)

· 약점

적인 제조시스템 및 무관세)
(ii) 노동 생산성 저하 및 기계사용 가능성 감소

· 위협 요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는 뉴질랜드 경쟁력을 위협한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i) 뉴질랜드의 경쟁국인 칠레는 상대적 이점(낮은 인건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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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i) 접근 제약 지역의 수확 증가
(ii) 비목재 대체재와의 경쟁 심화
(iii) 노후 및 노동 집약적 시스템 기반의 목재 가공 시설

· 기회
뉴질랜드의 노동 생산성 및 비가격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은 다음과 같다.

(i) 고용주의 혁신, 긍정적 사고방식과 리더십
(ii) 작업장 생산성 및 산업 훈련 개선에 대한 연구
(iii) 시장 경쟁, 사업 과세, 인프라 제공, 노동 시장 및 인적 자본
형성에 대한 정책 개선
(iv) 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뉴질랜드의 산림책
임심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인증 마케팅

Forest Investment Guide for New Zealand

154

· 경쟁력
임업 분야의 특정 기업의 경쟁력은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

(i) 다른 국가들에 대한 뉴질랜드의 경쟁력
(ii) 시장 내 뉴질랜드 임업 분야의 경쟁력
(iii) (a) 서로, (b) 시장에서의 경쟁사, (c) 국내 및 수출 시장의
비목재 제품 경쟁하는 뉴질랜드 임업 분야(육림, 제재, MDF,
펄프 및 종이) 내 개별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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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경쟁력
뉴질랜드 임업은 남미와 같은 임업이 발달한 국가들과 가격만으
로 경쟁할 수 없다.
투입 비용은 뉴질랜드의 임업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
른 국가 대비 뉴질랜드 임업 투입비용의 상대적 변화는 경쟁을 가
열시킨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원자재 가용성, 환경성 및 안정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칠레와 말레이시아,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는 보통 상대적으로 낮은 인
건비가 경쟁력이다. 칠레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외에도 효율적인
제조 공정과 무관세의 이점이 있다.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임금
에 따른 낮은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여 세계적 순위를 유지하거나
높이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임금 조정에 따른 경쟁보다는 기업
투자, 혁신, 천연자원, 기술 및 교육, 공공 분야 계획 등과 같은
임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 생산성
매년 평균 1.5%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뉴질랜드 통계청이
추산한 국가 평균 생산성 성장률과 유사하다. 반면 같은 기간 목
재 가공 및 제지 생산 부문의 생산성은 -0.1%로 나타났다(그림
6. 1). 국제적으로 뉴질랜드 목재 가공 및 제지 생산 부문의 총
요소 생산성은 캐나다(1.5%)와 핀란드(5.1%)보다 낮으나 미국
(–0.4%)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1988년부터 2006년까지 임업 및 벌채 부문의 총 요소 생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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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그림 6. 1] 다양한 분야에서의 뉴질랜드 생산성

임업 및 벌채 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국유림의 민영화에 영향을 받은 노
동력 투입이 가장 낮은 시기인 1991년에 가장 높았다. 아울러 생산량은
3년 연속 매년 15%씩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 국유림의 민영화에 따른 이익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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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벌채 부문의 총 요소 생산성 성장과 목재 가공 및 제지 생산 부
문은 국가 평균치인 1.4%와 비교하여 각각 0.5%, –0.8%로 나타났다.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따라 임업 관련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
둔화가 나타났다. 반면 2000년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모든 부문의 생
산성이 최대에 달했다(전년 대비 임업 및 벌채 부문: 11%, 목재 가공 및
제지 생산 부문: 15%). 또한, 2000년에는 임업 노동력 투입은 25% 감
소하였고, 임업 가공 투입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목재 가공 산업의 저조한 생산성 증가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의 목재 가공 시설은 국제 기준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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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이며 노후화되고 노동 집약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 10
년 동안 설립된 중소형 제재소의 상당 부분은 호주, 미국 등의 중고 제
재기를 사용했다. 이는 설치비는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력
이 10년 또는 20년 뒤처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뉴질랜드의 제
재소들의 부족한 자본에 기인한다. 기업들은 현장(및 개별) 생산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추가 노동력 사용을 준비해왔
다.
제재소 크기가 생산성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
는 문제이다. 대형 제재소, 특히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제재소들은 중소
형 제재소들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뉴질랜드에는 중간급 제재소가 12
개 있고 나머지 358개의 제재소는 소규모이다. 소규모 제재소들에 찬성
하는 또 다른 주장은 뉴질랜드는 중소기업의 국가이며 이 분야에서 많
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첨단 기술이지만 낮은 탄소 배출
량인 광범위한 분산형 인프라를 가진 여러 소형 제재소의 처리 방식을 지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 기술 투입은 중요한 생산성 동인이며, 현재의
뉴질랜드 소형 제재소에 비해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라 원목 등급 효율성 증진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차세대 수확 및
추출 장비로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생산성 향
상에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며 이는 자영업자에게는 장벽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임업 수확 관련 노동 생산성은 중앙 북섬 이외 접근 제약
지역의 수확 증가로 인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점에서 추
가적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금융 또는 규제 지표가 필
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 투자 외에도 업계에서는 기술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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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부문에서는 목재 품질 및 휴대용 측정 장치 사용이 증대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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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및 응용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기존 관리 방식의 존재 여부를 조
사하여야 한다. 가령, 근로자 참여 의식 고취는 점진적인 변화와 생산성
향상 필요성을 수용할 획기적인 방법과 노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 뉴질랜드의 노동 생산성을 위한 전략(대부분 임업 부문에
적용됨)은 다음과 같다.

(i) 고용주로부터의 혁신, 긍정적인 사고 및 리더십
(ii) 업무 현장 생산성 연구
(iii) 산업 교육 개선
(iv) 제품 시장 경쟁, 사업 과세, 인프라 제공, 노동 시장 및 인적
자본 형성의 정책 개선

· 목재 비용
숲에서 나무를 벌채하여 제재소로 운반하는 비용은 목재 총가치(평균
50∼60%)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운반된 목재 비용과 목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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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된다. 합리적인 목재 운반비와 상대적으로 높은 목재 회수
율을 반영한 뉴질랜드의 제재용재 비용은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국제 환율
최근 뉴질랜드 달러(NZD) 가치의 상승은 세계 시장에서 뉴질랜드의
상대적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뉴질랜드 달러(NZD)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뉴질랜드의 수출가격은 같이 하락하고 국제 경쟁
력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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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화된 세계에서 환율이 항상 주요한 경쟁우위나 불리한 점
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주기적인 경향이 있
다. 이는 단기적 효과가 클 수 있지만 투자 전략을 개발할 때 이것이 결
정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비가격 경쟁력
비가격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 이미지, 판매 후 서비스와 같은 요소들
이 포함되어 있다.
비가격 경쟁은 공학 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EWP)와 같은
혁신적인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산업은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일부 공급업체에 의해 제품 차별화, 브랜드화를 실
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현재 수출시장에서 비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뉴질랜드의 산
림 제품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격에 있어서 판매자들은 영향력이 부
족한 반면, 구매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재목 부문도 최
근 수익성과 가격 대비 성능을 개선한 비목재 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품질이 더 중요한 제품 시장에서는 뉴질랜드 제품이 공급경쟁력이 있다.
·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은 비용 및 비가격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뉴질랜드
의 산림 제품 수출은 저비용 생산업체와 저비용, 고성능의 비목재 생산
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달성되는 저비용과 고섬유 개량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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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다. 하지만 공학목재(EWP)나 인테리어용 구조재처럼 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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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비목재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뉴질랜드 임업은 제품과 비즈니스 시스템 혁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칠레의 저비용 우위는 저임금과 섬유 비
용, 관세 혜택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효율성과 신규 투자에 있다.
뉴질랜드에서 목재 운송비 및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임업 부문은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은 다음과
같다.

(i) 재고 관리,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한 원격 감지 기술, X선 기술 개선
(ii) 폐기물 최소화
(iii) 목재 분리를 위한 현장용 목재 품질 측정 도구 개발
(iv) 제재소 수요에 맞는 목재 조재를 위한 기술 향상
(v) 공정 자동화 시스템 실시
(vi) 신속한 제품 라인 변경을 위한 제조 공정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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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품질 관리 자동화 시스템, 에너지 절약 처리 기술

뉴질랜드 산림분야가 향후 10∼15년 동안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높일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제품혁신과 시스템혁신으로 나뉜
다.

(i) 제품 혁신
- 환경적으로 허용되는 방부제 및 첨가제(예: 아세틸화 목재, 열
처리 목재) 및 접착기술 사용

Part. 06 뉴질랜드 산림 자원 개발 분야별 SWOT 분석

- 다층 및 대형 건물에서 목재를 이용한 새로운 건축 기회 탐색
-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 결합 시도(예: 목재 플라스틱 합
성물, 원목 강철 구조 시스템, 개선된 플라스틱 오버레이 기술)
- 응용을 통한 기존 제품 개선(예: 외부, 내구성 MDF)
- 바이오 정제 기법을 통해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목재 성분을 활
용한 신제품 생산

(ii) 시스템 혁신
-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자와 공급업체 간 보다 효율적인 매치 실행
- 토지 구매, 지역 및 주택 설계, 자금 조달, 건설, 인테리어 설계
및 장비 설치 등을 제공하는 단일 기업에 대해 주택 부문의 통합
및 수직적 통합 증대

· 뉴질랜드의 비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기회
비가격 경쟁은 많은 산림 제품 시장에 존재하며 브랜드화, 디자인 및
포장, 품질 특성, 생산 모드, 서비스 및 지원, 연구 개발 지원, 보호 제

한 비가격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산림책임심의회(FSC)
인증이 있다. 인증은 환경 문제에 민감한 북미와 유럽과 같은 시장에서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산림제품의 절반 이상
은 산림책임심의회(FSC) 인증을 받았다.
또한 몰딩과 같은 제품들에서 뉴질랜드의 현재 벌채 제도는 칠레와 같
은 경쟁 국가들보다 상당한 이점을 준다. 가지치기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뉴질랜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목재를 생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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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및 차별화된 제품의 집중생산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몇 가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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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판매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은 비가격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및 US19의 시장 조사 결과, 뉴질랜드의 라디에
타 소나무 목재 제품이 다음과 같은 일부 긍정적 비가격 경쟁력을 가졌
음을 보여준다.

(i) 다양한 이용 가능성
(ii) 지속가능성
(iii) 일정한 품질
(iv) 다양한 최종 사용 목적에 적합

서비스 분야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i) 거래의 용이성
(ii)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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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청 및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
(iv) 운송의 정확성

· 뉴질랜드 기업들을 위한 교훈
다음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목재 산업 기업들은 상대적 경쟁력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i) 섬유질 단가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목재 가공 전략을 개
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섬유질의 소유권을 운용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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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 기업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달 비용을 절감
함으로써 이를 경쟁 우위로 전환할 수 있다.
(ii) 가격 경쟁이란 일반적으로 비교적 대규모 운용 달성을 의미한다.
(iii)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비가격 요인에 따라 자사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iv) 국제시장에서는 환율이 단기간에 상당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전략개발에 있
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6.5 해외 시장
국제적인 목재 무역과 산림과 관련된 환경, 사회, 문화적 이슈들의 세
계화는 뉴질랜드 임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장은 뉴질랜
드 임업에 대한 국제적인 영향을 설명한다.

· 강점
(i) 국제 수출 시장으로의 뉴질랜드 목재의 수출 필요성
함하는 다양한 서비스 요구 추세
(iii) 태평양과 아시아의 지역 시장에 대한 근접성
(iv)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인정된 검증 프로세스
(v)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 기반의 국제적 목재 공급량 확
대를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
(vi) 선진국 투자 환경
(vii) 대규모 산림 소유자들의 국제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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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적으로 산림에 대한 목재 생산과 환경, 휴양 서비스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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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i) 외국인 소유 조림지와 자국민 소유 조림지의 분산된 소유권으
로 인한 협력 가능성 저하
(ii) 관세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장벽에 따른 국제 시장에서
의 철수
(iii) 뉴질랜드의 높은 관세와 운송비
(iv) 뉴질랜드의 조림 사업과 목재 가공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이
미지 악화
(v) 제한된 기존 시장
(vi) 신·혁신제품 연구개발 자금 조달 또는 사업전략 혁신 추진 실패

· 위협요소
다음은 뉴질랜드가 위의 요인들에 대처할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많은 위협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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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단일 수종 조림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국제시장의 흐름과 반
대되는 뉴질랜드의 단일 수종 조림 추세
(ii) 국제 사회로부터의 규제 환경, 환율 변동과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우려
(iii) 인식, 역할, 그리고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림 중심 임업
의 국제적 비판
(iv) 수출시장에서의 미흡한 취급, 가공, 보관 및 활용으로 인한
제품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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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목제품 시장조건과 무관한 외부 물리력에 대한 노출 및 환율
변동성

· 기회
다음과 같은 수많은 기회도 있다.

(i) 지속성 원칙에 잘 맞춰져 있는 뉴질랜드 사회와 정책 및 훌륭
한 국제적 명성
(ii) 기존의 연구와 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잠재력
(iii) 아시아·신중동시장의 수요 증가
(iv) 유럽시장을 현실적 수요 대상으로 만들려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및 부가수익 상품 개발
(v) 혁신적인 후방 적재, 조정된 화물 이동, 낮은 탄소 배출 운송
을 통한 해상운송 비용 절감
(vi) 고가의 완제품 및 적은 원목, 반가공 제품의 운송
(vii) 산림 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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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뉴질랜드의 사회적 환경
이 장은 임업 분야가 운영되는 환경과 사회에 전달하는 문제에 대한 고
려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자원의 관리와 제품의 생산, 자
원으로부터 나온 서비스는 지역, 국가, 국제적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것
이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산림 관리자들과 생산자들이 사회의 가치를
인지하고 임업 분야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강점
(i) 산림의 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
(ii) 산림, 임업, 목재 제품과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
(iii) 산림과 임업의 많은 긍정적인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
(iv) 대부분 목제품의 낮은 탄소 배출량

·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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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생림(indigenous forest) 자원의 파괴
(ii) 산림 산업 지지를 위한 자원 조달의 부족
(iii) 임업 분야가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 위협요소
뉴질랜드의 조림지 산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에 의해 계속
해서 과소평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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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림 산업과 뉴질랜드 대중들 사이에 제한된 상호작용
(ii) 국제 포럼에서 조림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비난의견이 있었
고, 그중 많은 수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조림지 산림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
(iii) 고용에 대한 산림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iv) 대안(비목재) 건축 제품과의 경쟁
(v) 다른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목제품의 환경 인증 증명을 위한
메커니즘 부재

· 기회
사회와 임업 분야 사이에 이해도를 높일 상당한 기회는 다음과 같
은 사안들에서 발달된다.

(i) 산림, 임업, 목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및 지속가능
한 개발에 대한 기여
(ii) 산림 산업 관련 인증제도로 인한 사회적 인정 가능성
(iii) 기타 대체품과 비교하여 재생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

려에 따라 목재 섬유를 이용한 바이오 소재 및 바이오 에너지의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뉴질랜드 -

추가적인 연구와 개발 장려

167

로서의 목재자원에 대한 홍보
(iv) 에너지 집약적인 제품보다 목재 기반 건축 제품을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에 집중
(v) 가공된 목제품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구조시스템을 이용
한 도시형 다층주택에 대한 국내외 수요
(vi) 기후변화, 지속 가능성, 에너지 비용 증가, 에너지 안보 우

Part.

07

결론

Part. 07 결론

7. 결론
본 뉴질랜드에 대한 산림투자 실무가이드는 뉴질랜드의 산림투자에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혹은 개인 투자자에게 뉴질랜드의 일반 현황
에 대한 정보, 임업 및 임산업 분야의 현황과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 제
공을 위해 제작되었다.
뉴질랜드의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 정치구조, 경제상황
· 산림 및 임업 현황, 정책 현황, 시대별 흐름
· 투자 관련 세금제도, 관련 법률, 투자형태 및 고려사항
· 산림투자에서의 강점, 기회 및 위협

뉴질랜드에 대한 산림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조림에
대한 환경의 적합성, 제도적 기반, 인프라 시설 등의 관점에서 투자가치

뉴질랜드는 자국 내에서 임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국
가로, 매년 정부는 임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내 흐름과 더불어 국제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목재들은 우수한 품질
로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많은 수출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뉴질랜드의 해외산림투자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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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뉴질랜드 해외산림투자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라디에타 소나무
(Pinus Radiata )의 조림 비율이 매우 높다. 현재 국제적으로 단일 수종
조림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뉴질랜드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내 높은 관세와 운송비는 다른 국가와의 가
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주기적인 목재가격의 변동
으로 인해 수익률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사
항들을 뛰어넘는 뉴질랜드 조림만의 강점이 더 부각되고 있으며 제시된
제약사항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정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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