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인증제도의 효과적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산림경영인증 국․공․사유림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 결과보고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인증 국·공·사유림 현장 관계자로
부터 인증 취득 시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청취하고, 인증 취득으로
인한 인센티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한국산림인증제도의 효과적
시행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15. 8. 7.(금) 14:00 ～ 16:00
ㅇ 장 소 :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청사 대회의실(3층)
ㅇ 참 석 자 : 국․공․사유림 산림경영인증 현장 관계자 등 15명
- 산림청 산림정책과, 양양국유림관리소, 평창국유림관리소, 삼척국유림관리소, 함

양국유림관리소, 보은국유림관리소, 진안군 산림조합, 거창군 북상임산, 한국
SGS, 자연환경국민신탁, 엔스타알앤씨,한국임업진흥원

Ⅱ. 주요 내용

ㅇ 기존 FSC 인증 취득에 대한 불편사항 및 문제점 논의
- 산림인증 취득을 위해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 외적인 것이나 타 부처
에서 관할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함.*

* 기존 산림정책 및 법령과 불일치하여 일선에서 추가로 수행하여야 하거나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동물상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에는 전문인력도 없고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임.

- 기존에 산림인증을 통해 얻는 혜택이나 인증제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의 효과가 전무함.
- 인증 취득 시 담당팀 및 담당자만 준비할 뿐, 경영자(대표) 및 관련
되는 타 팀은 관심이 없으므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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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SC/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인증 취득 시 바라는 혜택 논의
- 인센티브도 중요하나 수입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경영기술에 관한
컨설팅을 산림인증과 연계하여 제공해주었으면 함.
-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한 산림에서 나온 비목재임산물이 유기농상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산림사업의 경우에도 산림인증
취득 시에 지원해 주는 정책이 제안되었으면 함.*

* 20년 이상 입목에 대한 간벌은 수익사업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함에 따라 20년 이상 입목에 대해서는
간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지만, 산림인증 취득 산림에 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위해지원해주는방안마련필요(옹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목재활용 가치 하락)

ㅇ FSC 산림인증 활용사례 및 한국산림인증제도 제안사항 논의
-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경우 ’14년 울진관리소, 울진군청, 울진군산림조합의
FSC산림인증 활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인증제품을 생산한 바 있음.*
* 울진관리소 관할 산림에서 나온 인증목재로 울진군산림조합에서 데크재를 제작하려
했으나 두 기관 간 수의계약 체결 실패로 인해 제작 불발로, 울진관리소에서 외주를
통해 자체적으로 홍보용 FSC인증제품(나무도마)을 제작

- 산림인증 취득 준비 시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해 주거나,
표준 지표에 대한 적절한 설명 및 예시를 제공해 주기 바람.
- 산림을 대리경영하는 산림조합에서 산주에게 효과적으로 교육
홍보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함.
- 사유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혜택이
있어야 하므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ㅇ 산림인증 취득에 따른 희망 인센티브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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