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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차 전문가 파견 활동 개요

파견 목적

○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 및 임업 관련 현황

조사 및 공동연구 협의

파견 내용

○ 분야별 수원국 기초 현황 조사

○ 사업관련 기관 및 현장 방문 조사

○ 분야별 공동연구자 선정 및 공동연구 협의, 관련자료 수집

○ 기자재 공급 및 초청연수 협의

파견 개요

구 분 내 용

차 수 1차 전문가 파견

장 소 솔로몬군도(호니아라)

인 원 7명

일 정 2014. 3. 10 ～ 4. 10 (32일) 비 고

전문가

PM 정진현 (1급)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정책 권오복 (1급) 산림조합중앙회

조림·양묘
최선덕 (1급) 산림조합중앙회

권기철 (3급) 산림조합중앙회 3.10～ 22 (12일)

산림정보통계
오재만 (2급) ㈜우림엔알

김태균 (3급) ㈜우림엔알 3.10～ 22 (12일)

통역 및 일반서무 이원필 (5급) 산림조합중앙회

※ 현지 기상악화로 복귀 2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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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3. 11(화) ∙호니아라 도착 (인천 → 브리즈번 → 호니아라)

3. 12(수)
∙PMC 사전협의
∙주 PNG 김성춘 대사와 만찬

3. 14(금)
∙산림연구부 방문
- 1차 파견 개요 설명 및 일정 협의

3. 17(월)
∙산림연구부 면담
- 공동연구자 지정 및 PMC 사무실 협의

3. 18(화)
∙분야별 공동연구자 면담
∙산림연구부 초청 만찬

3. 19(수) ∙이건산업, SINU 대학 방문

3. 20(목)
∙PMC 내부협의
∙분야별 공동연구자 면담

3. 21(금)
∙산림연구부 면담
- 워크숍 일정 및 기자재 협의

3. 23(일) ～ 24(월) ∙이건산업 Arara camp 방문

3. 25(화)
∙산림연구부 1차 정례회의
- 워크숍 일정, 초청연수 및 기자재 협의
∙Tetere service 방문

3. 26(수) ∙Vura 마을 방문

3. 28(금)
∙Tulagi 섬 임업지도소 및 양묘장 방문
∙산림연구부 직원 초청 만찬

3. 31(월)
∙산림연구부 2차 정례회의
- 워크숍 최종 준비사항 및 기자재 협의

4. 1(화) ∙워크숍 1일차 산림정책 분야

4. 2(수) ∙워크숍 2일차 조림∙양묘 분야

4. 3(목)
∙산림연구부 3차 정례회의
- 1차 파견 최종 정리 및 2차 파견 계획 협의
∙워크숍 3일차 산림정보통계 분야

4. 7(월)
∙산림연구부 방문
- 공동연구동 명칭 협의 및 PMC 사무실 정리

4. 10(목) ∙인천 도착 (호니아라 → 브리즈번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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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야별 파견활동 내용

1. P M

1-1. 파견활동 내용

산림자원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기반 조성

○ 연구 분야 별 수원국 연구 수요 파악 및 연구주제 협의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재조림을 위한 시스템 조성 및 역량 강화

표 1-1. 분야별 수원국 공동연구 담당자 선정 

분 야 P M C 솔로몬군도

산림정보통계 오 재 만 Terence Titiulu

산림정책 권 오 복 Gordon Konairamo

조림·양묘 최 선 덕 Richard Raomae

○ Tulagi 지역을 조림·양묘 분야를 포함한 시범지 운영 제의

    - 양묘의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범지 선정 운영 요청

    - 조림·양묘 교육 시범 실시

○ 분야별 워킹그룹(Working Group) 구성 제의

○ PMC 전문가간 사업 및 공동연구 방향 의견 수렴

워크숍을 통한 양국 산림 및 임업 현안 파악 및 과제 발굴

○ 산림정책 및 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Working Group을 구성

하여 국내 전문가와 솔로몬측 담당자 사이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Working Group간 연구결과 공유 및 효과적인 산리자원 관리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과 솔로몬 현지 여건 확인 및 역량강화를 위한 Training 워크숍 등

4차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

○ 1차 워크숍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산림연구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산림정책, 조림·양묘, 산림정보통계 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정보를 교환

및 공유

○ 산림연구부 직원을 중심으로 양국간 산지관리 방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관한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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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SINU의 천연자원 및 응용과학부 등은 한국의 조림 성공요인, 산림조사

방법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금후 양국간의 연구과제 선정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표 1-2. 1차 워크숍 일정

일자 분야 시간 주요 내용

4. 1

(화)

산림

정책

14:00∼14:20
∙사업 및 워크숍 개요 소개
∙환영사

14:20∼14:50
∙주제발표 : 산림연구부의 개요 및 임업정책의 방향

(발표자 : Gordon Konairamo 차관보)

14:50∼15:20
∙주제발표 : 한국의 산림정책 변화와 발전

(발표자 : 권오복 박사)

15:30∼16:0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4. 2

(수)

조림

양묘

14:00∼14:30
∙주제발표 : 산림개발 및 재조림 프로그램

(발표자 : Richard Raomae 국장)

14:30∼15:00
∙주제발표 : 한국 산림복원의 약사

(발표자 : 최선덕 소장)

15:20∼16:0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4. 3

(목)

산림정보

통계

14:00∼14:30
∙주제발표 : 솔로몬군도의 산림정보통계 현황과 과제

(발표자 : Terence Titiulu 국장)

14:30∼15:00
∙주제발표 : 한국의 산림정보통계 개요

(발표자 : 오재만 박사)

15:20∼16:0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PMC 측 발표시 조림사상 고취를 위한 한국의 식목일과 같은 국가 식목일

제정 필요성 공감

○ 솔로몬군도 중앙일간지(Solstar) 워크숍 기사 게재(‘14. 4. 9일자)

○ 전문가 파견 때마다 워크숍 개최 합의

기자재 수요 파악 및 연구동·연구실 명칭 선정

○ 당초 솔로몬군도 산림연구부 실정과 차이가 나게 잠정 선정된 기자재 목록을

수원국 담당자들의 의견과 현지 IT 및 인프라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고 절약된

예산을 활용하여 조림 장비 및 보호 장구 추가

    - Satellite Image, R/S Anaysis S/W를 Arc GIS SOftware 대체

    - 고가의 1대 선박 대신 보호장비를 갖춘 실속형 보트 3대로 대체

    - 신축될 연구동의 실별 용도에 맞는 기자재 선정



  Ⅱ. 분야별 파견활동 내용

6

○ 연구동 및 실 명칭 선정

    - 산림연구부 연구동 건립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연구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구동은 산림정보통계 및 GIS(지리정보

시스템) 연구실, 조림·양묘 연구실, 산림정책 연구실, 회의실로 구성

    - 각 연구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 분야별 현지조사 장비 및 기자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KOICA와 실시협의단에서 제안한 기자재 목록을 참고로 솔로몬측 

연구 부서별 담당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자재 목록 확정

    - 연구동 명칭: “Forest Management Research Center”

    표 1-3. 연구실별 명칭

실 별 명 칭

① Lab of Forest Policy

② Lab of Forest Inventory & GIS

③ Lab of Reforestation & Biodiversity

④ Meeting Room

    ※ 최종적으로 파악된 기자재 목록 및 연구동 설계도면 참고 (5∼7페이지)

○ 본 사업 수행계획서 상에 기재된 기자재 제공 목록 중 산림정보통계 분야에서

요청한 위성이미지 영상 구입, 원격탐사 분석 소프트웨어, 워크스테이션에 관한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는 솔로몬군도의 인프라 현황 및 정보통계분석

시스템실 운영상황 등 산림연구부 전산환경에 맞는 ARC GIS로 대체

○ 분산된 전산자료의 DB 구축, 통계분석 관련 시스템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에 관련된 전산장비로 대체 제공하기로 합의

○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원격탐사 관련 장비 및 위성이미지 영상구입비를

조림 및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 대체하기로 합의

○ 차량은 현지 도로사정 및 산지 조건을 고려하여 4륜구동 짚차 2대를 선정하고,

분산된 섬 지역들의 산림관리 및 조성 등을 위한 모터보트의 필요성에 따라

해풍, 파고 등 해상의 안전성 및 기동성을 고려하여 스피드 안전 모터보트

3대, 스피드 모터보트 1대를 구입하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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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림연구부 연구동 건립 계획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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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구실별 기자재 목록

Lab. Item Quantity Description

Forest

Inventory

&

GIS

Arc GIS Software 3 Install 3 Copies
Lap Top 4
Desk Top 3
Color Laser printer 1 A3 sheets
Distance Measurer 3 Haglof Distance Measurer
Laser Measurer 3 Haglof Vertex Laser Hypsometer
Compass/Clinometer 5 Sunto Compass & Clinometer
Digital Calipers 3
Digital Camera 2 10mil.Pixel/5×Zoom
GPS (portable) 5
Increment Borer 5 Haglof Increment Borer
Soil hardness Tester 3
Soil color chart 3
SPEED Boat Motor 3 Forest survey
Out Boat Motor 1 Forest survey
Helmets 10
Safety boots 10
Rain coats 10
First Aid kit 3
Field bags 10
Life jackets 10
First aid kit 10
Office Desk 6 1600×1200×720mm
Office Chair 6
Meeting Table 1 Including chairs
Air conditioner 1 Standing Type for 75.5㎡

Reforestation

&

Bio-

diversity

Refrigerator 1
Generator 2 25Kw
Seed Storage Facility 1 1set
Desktop 1
Lap Top 1
Printer 1 Multi-functional machine (Fax, Scan, Copier)
Office Desk 2 1600×1200×720mm
Office Chair 2
Meeting Table 1 Including chairs
Air conditioner 1 Standing Type for 75.5㎡

Forest

policy

Desktop 1
Lap Top 1
Printer 1 Multi-functional machine (Fax, Scan, Copier)
Office Desk 2 1600×1200×720mm
Office Chair 2
Meeting Table 1 Including chairs
Air conditioner 1 Standing Type for 75.5㎡

Meeting

Room

Beam Projector 1 LCD Projector
Beam Projector Screen 1
Lap Top 1
Meeting Table person 1 For 8 people including 8 chairs
UPS 1 PC Power System
Air conditioner 1 Standing Type for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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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Quantity Description

Nursery

tools

Spring cooler 5 rotating stand

Spring cooler horse 5 100m/1role

Shovel 30

Iron rake 20

Angle shovel 20

Bamboo rake 20

Weeding hoe 50

Hand shovel 30

Sickle 50

Weighing scale 5

Pick axe 10

Soil screen sieve 30

Plate for transplanting 30

Ports 200

Back rack 20

Chain saw 10

Knife for weeding 8

Pruning shears 8

Long pruner shears 8

Gloves 30

Hand saw 30

Wheel barrows 3

Shade nets 10 50m/1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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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추진 협의

○ 6. 9～ 6. 22간 서울에서 솔로몬군도 산림연구부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표 1-5.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대상자 5명 선정

소 속 직 급 이 름

솔로몬군도

산림연구부

차관 (Permanent Secretary) Barnabas Anga

차관보 (Under Secretary(Technical)) Gordon Konairamo

차관보 (Commissioner of Forest) Reeves Moveni

산림개발 및 재조림 국장
(Deputy Commissioner of FD & Reforestation Division)

Richard Raomae

산림자원관리 및 기술지원 국장
(Deputy Commissioner of FRM & Technical Service Division)

Terence Titiulu

○ 고위급 내한 시 양국 간 종다양성 보존 등 산림분야 현안사항을 논의,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MOU 협정 논의 제안

○ 임업전문기관인 산림조합의 시설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의 산림

정책 변화에 따른 산림환경변화, 산림관련 법·제도·정책 수립 및 실행, 한

국의 산림통합관리 시스템 소개 및 전수, 황폐재해지 복구 및 조림기술,

산림조합 해외조림지 견학, 한국의 녹화성공 요인 등을 연수

향후 공동협력 분야 또는 사업 분야 논의

○ 산림자원 조사 및 생장량 예측 방법 등에 관한 공동연구 제안(솔로몬 임과대학)

○ 양국 간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한 연구사업 발굴 · 추진 희망

    - 생물 종 다양성 조사 · 연구

    - 희귀, 멸종 식물 수집, 보존, 관리 방안 연구

    - 종자 채집, 저장, 관리 등에 관한 공동연구

    - 산림황폐지 복구방안 (Grass Land 지역 및 산사태 발생지역) 및 적지적수 선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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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솔로몬군도 산림연구부 조직도

1-2. 금후 사업 추진계획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공동연구

○ 분야별 세부 연구주제 및 연구진 확정

    - 양국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진 변동사항 검토

    - 워킹그룹(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선정

    - 분야별 관련자료 요청(연차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 기본계획 수정 제의 : 전문가 교체, 초청연수 일정 변경, 예산항목 변경 등

○ 2차 파견계획 확정 : PM 및 산림정보통계 전문가 파견자 및 파견일정 확정

○ 양국간 공동사업 아이템 개발(MOU 협정 등)

기자재 발주 및 매뉴얼 작성

○ 분야별 기자재 지원사항 검토(기본 및 추가지원 등)

○ 기자재 발주 협의 및 추진(코이카 동북아태평양팀 및 솔로몬지소)

○ 기자재 활용방안 및 매뉴얼 작성

산림연구부 연구동 신축(안) 검토

○ 연구실별 규모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기타

○ 현지 고용인력 채용 및 파견전문가 사무실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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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정보통계 분야

2-1. 파견활동 내용

산림연구부 조직 및 업무현황

○ 솔로몬 정부는 산림녹화와 연구강화를 위해 기존의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에서 산림연구부(Ministry of Forestry and Research, MFR)로

명칭 변경

○ 솔로몬 군도 산림연구부의 목표는 환경과 산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증진, 보전, 투자 그리고 관리임.

○ 산림연구부의 조직은 운영지원국, 산림자원관리 및 기술지원국, 산림이용국,

산림개발 및 재조림국, 국립식물원 등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업무는 이

4개국이 담당함.

○ 국립 식물 표본 및 식물원국(National Herbarium and Botanical Garden Division)

    - 국립 식물 표본 및 식물원국은 솔로몬과 해외 공동 연구기관의 연구, 산림자원의 

활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산림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보존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연구 등의 기능 수행

    - 또한 향후 식물의 활용 가능성에 대비한 식물 표본 및 정보의 수집과 보전도 수행

그림 2-1. 호니아라 식물원의 시설 및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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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개발 및 재조림국 (Forest Development and Reforestation Division)

    - National Seed Center, Plantation Silviculture, Out Grower Extension의 부서를 포함

    - 주요 업무는 첫째, 산림개발에 적합한 수종을 규제하고 확인하는 것과 재조림을 

위한 수종의 개선과 그 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업연구기관을 보조하는 것

    - 둘째, 산림자원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지역에 임업서비스와 기술을 

전수하고 자문을 하는 것

    - 셋째, 전국의 농촌지역에 재조림 촉진 등

    - 특히, 이 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종자의 생산 및 공급량, 저장량, 조림

자료(지역면 조림 면적, 수종별 면적 등), 훈련현황,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기반으로 자료 관리(그림 2-2)

그림 2-2. 솔로몬 군도 지역별 조림면적 현황

  

○ 산림자원관리 및 기술지원국

(Forest Resources Management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

    - Policy and Planning Section, Resource Management Section, Licensing & 

Permit Section, Standard Enforcement & Prosecution Section 등 4개의 업무 

단위로 조직을 구성

    - 국가의 산림자원 관리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산림 자원 관리, 기술 서비스 및 라이선스 부문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정책 계획 

및 기술 서비스 섹션, 시행 섹션과 라이선스 섹션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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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원목수출량(1994∼2011)

  

    - 산림자원 관리는 산림자원조사, 지도화, 평가와 지역 및 국제 임업데이터의 조정 

등을 담당하며, 원목수출현황, 개발 가능한 산림면적 등의 데이터 관리(그림 2-3)

그림 2-4. 주별 외국인 및 지역소유 라이선스 현황

    - 라이선스 부분은 벌채와 관련된 행정처리 등의 라이선스 기록을 담당하며, 벌채

허가 현황, 지역별 외국 및 현지 소유면허(그림 2-4), 신규허가 발급 현황 등의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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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섹션은 지역 간의 법적책임에 대한 연구와 문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또는 회사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 등을 준비

    - 특히, 솔로몬 군도 전국의 수치지도를 관리하며, 지형도(등고선, 표고 등 표시), 

Forest Type(벌채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도면을 근거로 허가 경계  면적, 수종, 비율 

등을 표시), Logging Road Layer, River Layer, Village Location Layer 등이 있음. 

○ 임업 및 산림이용국 (Forest Industries and Utilization Division)

    - Operation Section, Utilization Section, Marketing and Economic Section 등

으로 구성

    - Operation Section에서는 산림자원과 목재 활용방안과 로깅작업의 감시 등으로 

원목 선적, 목재수확작업 관리 등의 업무 담당

    - Utilization Section은 목재산업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장비의 관리 및 활용법, 

목재를 이용한 효율적인 주택 구축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 그와 관련된 재원, 

프로그램 등을 관리

    - Marketing and Economic Section은 원목의 월별, 지역별 수출현황 등의 데이터 

생성 및 관리

산림연구부 IT 및 인프라 현황

가. 전산환경 개요

○ 솔로몬 군도의 전산업무는 ICT Support Unit(재무재경부 산하 기관, 기능은

전산 정책수립 및 데이터센터 역할 등)로부터 지원 및 관리 받음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에서 직접 전산환경 구축 및 관리하기도 하며,

각 기관에는 ICT support unit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진행

○ 산림연구부는 ICT Support Unit에서 파견 직원이 전산업무 관리

표 2-1. 산림연구부 ICT 담당자 정보

구 분 내 용

담 당 자 Polycarp Houhaneia(약칭 : poly)

메일주소 houhaneia_p@mofr.gov.sb

주요업무 산림연구부 N/W 및 서버 관리와 자문(서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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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연구부의 전산환경은 별도 전산실이 있으며, 장비는 그림 2-5와 같이

스토리지서버 1대, UPI 2대(1시간 이내 가능)와 N/W 라우터 설치

    - 전산실은 매우 소규모이며, 서버를 운영하기에는 열악한 환경

○ 인터넷 환경의 속도는 512Mb이지만, 업로드 시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매우 속도가 매우 열악

    - 더욱이 최종사용자들은 이것을 약 10여명이 공유하여 사용

그림 2-5. 산림연구부 전산실 내부 및 장비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문서 등을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움.

    - 특히, 산림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웹으로 운영하기에는 속도 

등 문제점이 많음.

    - 이는 웹페이지 구성에서도 다양한 콘텐츠 등의 정보량이 많으면 페이지 로딩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자주 접속이 끊어짐

○ 산림연구부 내에 장비를 설치할 경우, ICT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나. 소프트웨어 및 응용시스템 현황

○ 사용 중인 OS는 윈도우 계열이며, 워드, 엑셀 등의 MS 계열 소프트웨어와

GIS S/W로 Map Info를 사용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1차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보고서

17

표 2-2. 산림연구부 소프트웨어 현황

구 분 내 용

OS
∙대부분 윈도우 계열을 사용, 다른 OS는 별 의미가 없음.

- WINDOW XP, 7 등

상용 S/W
∙MS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대부분 정품

- GIS S/W : MAP INFO V.10

○ 산림연구부의 업무 및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2012년에 Local

Area Network 설치를 위해 인터넷 도메인과 이메일 도메인

(www.mofr.gov.sb)을 확보하여 메일주소에 사용

○ 응용시스템 사례 : 원목수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 2002년 AusAID 산림관리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험판이 개발되어 시험용으로만 사용

    - 라이선스, 작업, 마케팅의 세부분으로 구성(그림 2-6)

그림 2-6. 원목수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DB 구조

 
    - 본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원목데이터가 2002년에 손실되었고, 사용자교육의 실패, 

서버문제, 유지보수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이 안 됨. 

    - 그로 인해 원목 관련 데이터는 각각의 담당부서별로 엑셀을 이용하여 관리데이터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중복으로 과잉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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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정보 및 통계 현황

○ 솔로몬 군도의 국가 산림정보 및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부서는 식물원,

수목원 등을 관리하는 National Herbarium and Botanical Garden

Division(NHBGD)을 제외한 3개국을 중심으로 업무 및 데이터 현황 파악

○ 각부 간 산림정보 및 통계 현황으로는 90년에서 2000년 초까지의 데이터는

Donor Agencies / Institutions에 저장하여 관리하였고, 산림데이베이스는

90년대, 2003년, 2006년, 2013년 말에 임목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가능

산림축적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데이트

○ 최근의 솔로몬 국가산림자원 평가 보고서는 2010년 FAO와 함께 진행한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0, Country Report”가 있음.

○ 각 국에서는 Reforestation(조림현황), Policy & Planning(수치지도 자료 작성),

Resource Management(자원관리), Licensing & Permit(벌채허가 현황),

Log Export Monitoring(벌채목 수출 현황), Timber milling(목재 재제) 등

산림정보 및 통계 작성.

    - 각 국 중심으로 매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작성을 하지만, 일부 통계 값에 

불일치 또는 중복 확인

○ 산림통계의 기초가 되는 수치지도는 FRMTS Division 산림계획팀에서 디지털

지도 자료 작성 및 보관

    - 부서팀장인 Irokete Wanefaia로부터 작업데이터 샘플 확인

    - 지도 관리를 위한 GIS S/W는 Map Info를 사용 (그림 2-7)

    - Map Info를 이용한 Layer 및 속성정보 관리 현황 파악

    - 좌표체계는 WGS 84를 사용하며, 산림계획에는 축척 1:5,000을 사용

그림 2-7. GIS S/W Map Info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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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림정보 및 통계 업무 문제점

○ 과거의 데이터들은 종이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데이터의 갭이 존재

    - 최근 데이터도 일부 상실되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대부분의 데이터와 통계가 임목벌채 라이선스 발급, 그에 따른 임목벌채량

(생산량, 면적), 수출물량(수출국가 등), 조림현황(면적, 수종 등) 등 수출을

위한 벌채량과 수출물량에 집중

    - 정기적, 전국적 산림자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자원조사도 수고, 수관폭, 흉고직경 등만 측정으로 전국의 산림자원 통계 자료 미비

      →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자원조사 방법 및 기자재 부족 

    - 임상도를 제작하지만, 임목벌채허가를 위하여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상업생산재에 대한 임상만 구분

○ 산림연구부의 자료 관리는 대부분 엑셀 또는 액세스 파일로 관리

    - 각 부서별로 진행 또는 구축되어 있는 DB 목록 및 샘플데이터 일부 확인

    - 벌채허가, 운송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DB 확인 및 Planning 부서에서는 

지도데이터 디지타이징 작업 확인(아래 그림)

그림 2-8. 디지타이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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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연구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어, 각부서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가 어려움.

    -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웹을 통한 데이터의 공유에도 문제점이 있음.

    -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어렵고, 운영환경도 열악하므로 업무용 웹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현지에서도 거부감 있음.

○ ICT 관리조직에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 있고, 정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 필요

    - 정보통계 분야의 명확한 정책 부재로 인해 통계산출이 안되고 관리도 어려움.

2-2. 산림정보통계 업무 통합 방안

산림연구부와의 주요 활동 결과

○ 산림정보 및 통계분야 담당자 지정

    - 성명 : Terence Titiulu(Deputy Commissioner), 

    - E-mail : titiulu_t@mofr.gov.sb

    - 각 부서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수집 및 파악 협조

    - 워킹그룹 참여 인력 조정

○ ArcGIS S/W 소개 및 시연(아래 사진)

    - ArcGIS를 이용한 유역, 경사, 사면향 등의 분석방법과 기능을 소개/시연

    - GIS 분석을 위한 DEM 제작 방법 소개 및 시연

    - GIS 분석을 위한 수치지도의 관리 방안과 향후 방안 제시

<그림> ArcGIS S/W 소개 및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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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보 및 통계 요구사항

○ 최신버전의 GIS S/W와 전문가에 의한 교육, 낡은 컴퓨터 교체, 라이선스,

시장, 조작, 재조림 및 이용 등의 데이터에 GIS를 연계 방안, 인터넷망의

속도 개선 등

    - GIS  S/W 지원을 위한 업무 협의에서 당초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위성영상 분석과 

Arc Info의 1세트의 도입보다는 실질 업무에 도움이 되는 S/W의 지원을 요청

     → ArcMap(복수세트)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데스크탑 및 노트북)

    - 산림정보 및 통계의 교육훈련은 MapInfo, Access(MS사) 만이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국가산림통계 작성을 위한 최신의 산림자원조사 장비와 산림자원조사 방법

교육 및 지원

    - 고가의 장비보다는 현실적으로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이 필요

○ 산재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싶음.

웹시스템 요구사항

○ 산림연구부에는 웹페이지가 없으므로 산림정보통합시스템을 산림연구부의 소개,

솔로몬 군도의 산림소개 등이 가능한 웹페이지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

산림정보 및 통계, 웹시스템 통합 방안

○ 산림정보 및 통계분야는 산재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DB구축 방안 마련

    - 각 국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솔로몬 임업연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 방안 유도

    - 현재, 벌목 및 목재 수출입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 및 통계자료를 산림조사, 

산림면적(등기 및 미등기), 임목축적, 수종분포, 디지털수치지도 제작 등의 항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방안 추진하여 이를 이용한 산림기본통계 작성 방안을 

도출

○ 산림기본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산림자원조사(Forest Inventory) 및 이를

이용한 산림정보 및 통계분야의 전문가 투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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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산림자원조사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자료관리의 방안 제시와 공동연구 필요

    - 1차 워크숍에서도 솔로몬 군도 당국은 한국의 산림자원조사 방법 및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위한 장비를 도입하도록 기자재 지원 목록을 추가 수정 

보완

○ 엑셀 등 C/S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통계 산출 시스템 구축

    - 현지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엑셀과 C/S방식을 활용한 파일형태의 자료 관리와 

통계 산출 시스템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 현지에서 신규 시스템의 유지관리, 활용도, IT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웹보다는 엑셀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C/S 또는 S/A 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효과적

    - 참고로 현지에 도입된 하드웨어 및 응용시스템은 유지보수와 현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조기에 퇴출 

○ 신규 도입 GIS S/W 활용 및 프로그램과 DB관리 교육

    - 업무 전산화 및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GIS S/W를 이용한 GIS 데이터 

생성 및 관리, 분석 등의 기술적 활용 교육훈련

    - 교육훈련은 ArcGIS 교육(고급), 하드웨어, 윈도우8, 워드, 엑셀, MS엑세스10, 

GPS Mapping 등 

○ 웹페이지 구축

    - 산림연구부에서는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요구함에 따라 솔로몬 군도 산림을 소개

하고, 자원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웹시스템 개발

      → 현지의 인터넷 인프라, 유지보수 방안, 장기적 활용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실시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은 ODA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 현지 고가의 장비(플로터, 하드웨어 등) 또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단순한 고장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 불가능

    - 웹페이지 컨텐츠 구성은 산림연구부 소개, 산림기본통계 제공 등으로 구성 예정

이며, 컨텐츠 구성의 방향은 한국 측에서 설정하고 솔로몬에 제시하여 설정

      → 참고로 관광청의 홈페이지가 최근 구축되었으며, 구성은 숙박시설 이용 정보 등

      → 솔로몬 군도에서 서비스 중인 홈페이지 : www.mof.gov.sb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1차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보고서

23

3. 산림정책 분야

3-1. 임업 일반 현황과 주요 문제점

가. 일반현황

○ 솔로몬군도의 산림은 2,213천ha로 국토 전체면적 약 280만 ha 중 79% 차지

○ 인구의 75% 정도가 농촌에 거주

○ 솔로몬군도는 열대우림 기후대에서 대부분 활엽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와 더불어 원목을 직접 수출하는 국가

○ 목재는 솔로몬군도 수출의 75%, 정부 세입액의 60% 차지

○ 2012년 목재 총수출금액은 1억 8,794만 달러(169만㎥)인데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한국, 인도, 필리핀 순

표 3-1. 주요 수출시장별 솔로몬군도 목재 수출현황 (2012)

2012 - LOG EXPORTS BY DESTINATION 

PROVINCE
VOLUME (M3) VALUE (US$) VOLUME (M3) VALUE (US$) PAID (SI$) EXEMPTED

China 1,896,412 216,328,735 1,534,083.640 169,711,254.65 300,256,984.750 0.00
India 61,220 7,053,137 35,710.065 4,552,015.40 7,383,215.31 0.00
Indonesia 4,000 341,000 4,395.752 376,717.180 0.00 0.00
Japan 26,767 2,856,006 16,891.210 1,913,568.57 3,139,576.95 0.00
Korea 59,491 6,449,151 49,753.284 5,412,924.500 9,123,469.53 0.00
Malaysia 19,957 1,484,435 11,601.502 999,261.310 155,902.15 842,635.75
Philippines 49,732 6,395,874 33,059.401 3,856,744.560 7,077,439.77 0.00
Singapore 2,500 205,500 0.000 0.000 0.00 0.00
Thailand 13,100 1,388,924 10,316.829 1,124,671.400 2,042,768.80 0.00
Vietnam 2,000 148,250 0.000 0.000 0.00 0.00

Total: 2,135,179 242,651,011 1,695,811.683 187,947,157.57 329,179,357.26 842,635.75

NOTE:   Actual volume and value is less compared to estimate volume and value due to industry not submitting all shipping
               documents for every approved Market Price Certificates issued.

ESTIMATE ACTUAL DUTY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는 솔로몬군도

○ 맹그로브와 코코넛이 해안선을 덮고 있지만 내륙은 울창한 우림으로 덮여 있음.

○ 솔로몬군도에는 5,000여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 500∼600종은 외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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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은 저지대 활엽수립대부터 과달카날의 2,300m 정상의 고산이끼층까지

24층으로 구성

○ 섬으로 이루어진 솔로몬군도에는 6가지 식생대 분포

표 3-2. 솔로몬군도의 주요 식생대

식생대 구분 특징 및 주요 수종

초지 및 비산림지역

(Non-forest area)

∙대부분 초본식물이 자라고 주요 수종은 Imperata

cyclindrica, Dicranoptera lineris, Themeda australis 등

염분소택지림

(Saline swamp forest)

∙해안가 조류의 영향을 받는 산림으로 Barringtonia asiatica,

Calophyllum inophyllum, Casuarina equisetifolia, Teminalia

catappa 등의 수종 식생

민물소택지림 및 강변림

(Freshwater swamp and riverine

forest)

∙저지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 형성된 식생대로

Inocarpus fagifer, Mextroxyon salomonense, M. sagu,

Barringtonia racemosa 등으로 형성

저지대 우림

(Lowland rainforests)

∙ 5∼7m 높이의 산림에 형성된 식생대로서 Campnosperma

brevipetiiolata, Dillenia salmonensis, Endospermum

medulllosum, Parinari salomonensis 등이 서식

언덕림

(Hill forest)

∙해발 400∼600m 높이의 산림에 형성된 식생대로 Pometia

pinnata, Gmelina moluccana, Elaeocarpus sphaericus,

Campnosperma brevipetiolata 등이 서식

산악림

(Montane forests)

∙산 정상 부근 해발 600m 이상의 산림에 형성된 식생대로

Callophyllum pseudovitiense, Eugenia spp., Dacrydium

spp., Pandanus spp., Racembambos scandens 등이 서식

○ 호니아라가 소재한 Guadalcanal 지역에는 주로 언덕림 분포

표 3-3. 과달카날 지역의 산림 분포

구분 산악림 언덕림 저지대우림 민물소택지림 염분소택지림 초지림 계

면적(ha) 51,204 401,936 58,844 10,100 1,328 10,920 534,332

비율(%) 9.6 75.1 11.0 1.9 0.2 2.2 100.0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1차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보고서

25

산림면적 중 90% 이상은 미등기된 부족소유

○ 솔로몬군도에는 마을단위 부족중심의 전통적토지소유제도(Customary land

tenure system)와 산림등기제도가 상존

○ 산림의 약 90%는 전통적토지소유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토지는 재산인 동시에 주민들은 어머니와 같이 식량, 물, 원료, 연료 등 자신들

에게 생계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는 어머니처럼 간주

○ 전통적 토지소유제도 하에서 토지는 부족 또는 확대된 가계 그룹에 속하고

개인들은 화전 등으로 경작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행사는 못함.

○ 전통적 토지소유제도 하에서 산지는 소유권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만 등기

목적으로 조사되지 않음.

○ 전통적 토지소유제도 하에서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때때로 부족 간

분쟁이 발생하고 산지의 용도 구분과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정부는 등기를 장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족들은 보유 토지의 상실을

우려하여 등기를 주저하거나 거부

나. 주요 문제점

지속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벌목

○ 솔로몬군도의 지속가능한 벌채수준은 연간 255,000㎥이지만 최근 수년간

100만㎥ 이상 벌채

○ 호주 정부 등 솔로몬군도 내외부에서 앞으로 수년 이내(2015∼2020) 상업용

벌채 대상 목재 고갈 전망

○ 이에 따라 솔로몬 정부 및 벌채 회사의 경영상 곤란, 산주 및 지역주민 소득

감소, 정부의 세수 감소, 고용 기회 축소, 생태계 교란 등과 같은 문제점 파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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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솔로몬군도 천연림 및 재조림지 전망

임업발전 및 재조림 정책 부재

○ 산림연구부 공무원 및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재조림 및 관련 정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조림 정책은 부재 상황

○ 산림의 80%가 부족소유인 상태에서 재조림에 대해 필요성은 느끼고 양묘

및 판로 개척 등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

산림자원 및 목재이용법 (Forest resources and Timber Utilization Act:

FRTU ACT) 개정 미뤄, 시대에 맞지 않아

○ 벌채허가, 산지보호, 부과금 부과 등을 규정하는 동법은 1996년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벌목허가 조건 및 부족소유 토지 문제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담당 공무원은 동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

○ 이처럼 산림자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벌목회사 등

이익단체 등의 로비로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기 때문임.

지역주민이 참여를 이끌어 낼 정책 부재

○ 사유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림

및 산림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솔로몬군도의 산림자원 관리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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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60% 이상이 농촌 및 산촌에 거주하는 빈곤층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음.

○ 대부분의 산림정책은 벌채 및 목재 수출을 겨냥하는 것일 뿐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과 수단은 부재한 실정

산림정책을 이행할 지방 행정 조직 부재

○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 적절한

행정조직 또는 주체가 필수적임.

○ 그러나 파견단이 방문한 지역에는 4명이 근무하는 산림지도소가 전부이고

정부 정책 집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은 부재한 상황이었음.

3-2. 산림정책, 법률, 조직 현황

가. 국민연합정부(National Coalition for Reform and Advancement: NCRA)의 산림정책

비전으로 “자생력 있는 솔로몬군도 건설 설정”

○ 비전 : 농촌 및 도시주민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정신적인 개발과정에서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생력 있는 솔로몬 군도 건설

정책목표

○ 적절한 개혁 메커니즘을 통한 천연자원의 활용에서 정당한 보수를 얻게 함.

주요 임업 정책

○ 현행 임업법안(Forestry Bill)을 발효시켜 국가 산림을 종합적 관리와 투명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벌목산업을 통제하며, 임업으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편익의 균형 달성

○ 신규 벌채 허가 발행 금지 및 휴면 허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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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벌목 세제를 재검토하여 수출에서 40%가 부과되는 세금은 정부와

부족민간 균등한 분배

○ 임업연구기관을 지원하여 조림 사업에서 토착종의 파악 및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고, 조림 기술 개발

○ 임업기술 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이 산림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지원

○ 산림탄소거래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 강화

○ 생태목재의 광범위한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촉진하고, 솔로몬군도 국민만이

목재 생산 및 수출에 참여하도록 함.

○ 약제 등 비목재임산물 촉진

○ 농촌지역의 재조림 촉진

나. 소규모 산주 지원 정책

○ 농촌지역에 산림지도원 상주

○ 조림에 필요한 자재 및 자금 지원

○ 임목 관리 및 수확 기술 지원

○ 임목 구매자 발굴 지원

○ 수송 수단 확충

○ 소규모 산주 관리 및 촉진

○ FSC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증 추구

○ 목재협회 지원

다. 솔로몬정부의 산림정책

우선순위

○ 산림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수준의 벌목을 통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안전성 제고

○ 부족 마을의 고용 기회 및 소득 증대, 정부 수입 및 외화 가득 증대를 위한

천연 자원의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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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 산림정책 1

 임업부문의 장기적인 관점 수용

    - 천연림이든 인공림이든 조림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매우 단기간에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산림의 손실은 미래 경제 선택 대안은 물론 숲이 

가져다주는 생태계인 혜택의 감소를 초래함. 숲이 파괴되면 손쉽게 대체될 수 

없음.

    - 현재까지 솔로몬군도의 자연림은 지속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과다하게 

벌목되었음. 가까운 장래에 숲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음. 말레이타

(Malaita)도는 이미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고 다른 많은 도에서도 거의 고갈된 

상태임. 산림자원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벌목량을 즉시 

낮춰야 함.

    - 주요 이행 전략

      ① 산림에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고강도 이용 배제와 생태적 

접근에 기반을 둔 목재 표준 적용 등을 통해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보호함.

      ② 벌목량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③ 조림 계획 장려

      ④ 입법조치 시행

○ 산림정책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서 미래 경제임업 대안의 보호

    - 벌목 시 미래 벌목 기회의 기초가 되는 어린 묘목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벌채를 

시행해야 함. 또한 숲이 제공하는 생태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솔로몬 군도의 벌채 방법은 취약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취약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벌목을 하면 수확될 숲의 잠재성을 파괴하고 숲이 

생태적인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단기적인 벌목 허가의 결과로서 벌목 회사들은 숲의 품질 보호에 관심이 없음. 

정부는 필요한 규정과 단속을 통해 적절한 방식의 벌채와 수송이 도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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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이행 전략

      ① 생태적 기반의 벌목 기준 적용

      ② 연간 550,000㎥ 이상의 벌목 허가 금지 및 이것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더 

줄이는 방안 강구

      ③ 조림 프로그램 지원 및 장려

○ 산림정책 3

 산림행정, 수확, 자원 재생에 지역 수준에서 참여 증진

    - 역사적으로 솔로몬군도 정부는 임업발전에 배타적인 접근법을 채택해 왔음. 산림

벌채에 지방 정부를 개입시키지 않았고 플렌테이션을 개발해 왔음. 이러한 관행으로 

지방정부들은 임업개발에 있어서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이 미진하였음. 임업개발은 

각각의 도 정부의 개발계획에 고려해 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을 미침. 

    - 민간부문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적지만 솔로몬군도 정부는 플렌테이션 개발은 

민간에 맡기기로 하였음. 주요한 장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명치 않은 점임. 

가계단위로서 나무를 심는 부족민들도 존재함.

    - 주요 이행 전략

      ① 도 정부에게 임업 임무 부여

      ② 가족 단위 조림을 장려하기 위한 지도 기능 확충

      ③ 생태임업 프로젝트를 위한 법안 제정

○ 산림정책 4

 환경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원

    - 솔로몬군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생활수준은 만회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피해

로부터 보호하는 데 달려있음. 현재 솔로몬군도 국민의 75% 정도가 숲이 제공하는 

생태적인 혜택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혜택의 손실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생태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강도 산림이용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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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이행 전략

      ① 숲의 장래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숲의 고강도 이용 제한 및 상업용 

벌채에 생태적 표준 적용 등을 통한 숲이 생태적 기능 보호

      ② 국제협력 강화

○ 산림정책 5

 민간에게 상업적 규모의 플렌테이션 개발 및 벌목 생산 이양

    -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수출용 목재의 국내 가공이 바람직함. 

그러나 제재산업의 지원기반이 충분치 않은 편임. 원목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경제적인 이득에는 

산주분 소득과 수출세를 통한 정부 수입이 포함됨.

    - 주요 이행 전략

      ① 수확된 원목의 일정부분을 솔로몬 국내에서 가공되도록 규정 철폐

라. 2014년 주요 산림정책

○ 솔로몬군도에서 벌채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벌목 산업의 육성간 균형이 필요함. 하향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및 지역 지원을 위해 335만 달러 예상 책정

○ 정부는 산림이 천연자원이 고갈될 이후에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재조림 프로그램에

400백만 달러를 책정해서 재조림을 지원하고 있음.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

하기 위한 입법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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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행 산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표 3-4. 주요 산림정책별 전략

순위 정 책 전 략

1 ∙2004 법률안 의회 상정을 위한 검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현행 법률안 검토

및 수정안 마련, 의회 설명

2 ∙벌목산업 통제를 통한 종합적인 산림 관리
∙고부가가치 산림 생태 서비스 보호,

산림자원 조사, 대체소득원 개발

3 ∙신규 벌목허가 중단
∙연간 벌목을 제한하기 위해 의회에

이러한 전략 이행 촉구

4
∙벌목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과 관련된

조치 강구
∙원목 수송의 외부 조달

5 ∙벌목규정 준수
∙벌목 규정의 엄정한 시행 및 미이행 사례

단속 강화

6

∙미래목 보호 및 산림복원을 위한

저영향벌목방법(Reduced - impact

logging: RIL) 채택

∙모든 벌목 회사에 RIL 준수 촉구

7 ∙천연림 벌목지 재벌목 금지
∙이전에 벌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벌목

허가 중지

8
∙산림으로부터 금적적 사회적 보상의

균형화

∙수출용 원목에 대한 가격결정 체계

재검토

∙산주에게 권리, 의무사항, 원목 가격 고지

9

∙미래 육림가 소득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지원을 통한 경제적으로 건전한

플렌테에션 임업 부문 육성

∙현행 입법조치 중 육림가 소득 창출에

장애가 되는 장매물 제거

10 ∙임업부과금(Forest Levy) 계획 수정
∙민간 부문이 양묘 및 재조림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체계 개편

11 ∙농촌지역에 임업기술 지도 강화
∙임업국이 효과적인 지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12 ∙우량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 지도 강화
∙고부가가치 종자원 설립 및 부가가치

종자 보급

13
∙산림행정, 수확, 제재, 가공 및 재조림에

지역 참여 증진

∙지역의 벌채 및 가공 장려

∙목재협회 지원 강화

14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원유통체녈 확립
∙이용 가능한 마케팅 모델 조사

15 ∙산림생태시스템 보전
∙환경국 및 보전국 통합

∙산주의 고부가가치 산림 자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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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률 및 규정

○ 산림 및 임업관련 법률 및 규정은

① Forest Resources and Timber Utilization Act and Regulations

② North New Georgia Tiber Corporation Act 1979

③ Code of Logging Practice 등이 있음.

○ 1996년 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Forest Resources and

Timber Utilization Act and Regulations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이 시급함.

[Forest Resources and Timber Utilization Act 구조]

PART I

PRELIMINARY
SECTION

SHORT TITLE

INTERPRETATION

APPOINTMENT OF OFFICERS

PART II

FELLING OF TREES FOR SALE
FELLING OF TREES FOR SALE TO BE LICENSED
LICENCE TO FELL TREES FOR MILLING OR SALE

PART III

APPROVED TIMBER AGREEMENTS AFFECTING CUSTOMARY LAND
INTERPRETATION
APPLICATION TO COMMISSIONER FOR CONSENT TO NEGOTIATE
DUTIES OF AREA COUNCIL IN RESPECT OF APPLICATIONS FORWARDED 
UNDER THIS PART
AREA COUNCIL'S DETERMINATION IN RESPECT OF MATTERS RELATING TO 
APPLICATION
APPEALS AGAINST ACT OR DETERMINATION OF AREA COUNCIL
COMMISSIONER'S RECOMMENDATION CERTIFICATE OF APPROVAL
REGULATIONS
ADVICE OF COMMISSIONER AND OTHER OFFICERS TO BE AVAILABLE
URISDICTION IN RELATION TO APPROVED AGREEMENTS
POWER TO ENTER CUSTOMARY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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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LICENSING OF MILLS
MILLS TO BE LICENSED
MILL LICENCES

PART V

TIMBER LEVY
POWER TO IMPOSE LEVY   ON TIMBER

PART VI

STATE FOREST
POWER TO DECLARE STATE FORESTS
RESTRICTION ON GRANT OF INTERESTS IN STATE FORESTS
OFFENCES RELATING TO STATE FORESTS
PERMIT IN RESPECT OF STATE FORESTS

PART VII

FOREST RESERVES
DECLARATION OF FOREST RESERVES
NOTICE, ENQUIRIES AND COMPENSATION 
APPEAL AGAINST COMPENSATION
OFFENCES RELATING TO FOREST RESERVES
PERMITS IN RESPECT OF FOREST RESERVES

PART VIII

PROCEDURE AND PENALTIES
PENALTIES FOR FALSIFICATION OF TIMBER MARKS
RECEIVING ILLEGALLY OBTAINED FOREST PRODUCE
REMOVAL OF UNAUTHORISED BUILDINGS ETC
SEARCH, ARREST, ETC
SEIZURE OF PROPERTY USED IN COMMITTING A FOREST OFFENCE
FORFEITURE OF PROPERTY AFTER CONVICTION FOR A FOREST
OFFENCE
POWER TO DISPOSE OF PROPERTY SEIZED WHEN PERSON 
SUSPECTED OF FOREST OFFENCE IS UNKNOWN
SALE OF' PERISHABLE PROPERTY
APPEAL BY PERSON CLAIMING SEIZED PROPERTY
PROPERTY TAKEN POSSESSION   OF TO VEST IN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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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X

MISCELLANEOUS
CANCELLATION AND SUSPENSION OF LICENCES AND PERMITS
EFFECT OF LICENCES AND PERMITS
NO ACTION TO LIE FOR ACT IN GOOD FAITH
DECLARATION OF STATE   FORESTS AND FOREST RESERVES TO BE 
REGISTERED 
ACQUISITION OF TIMBER   RIGHTS IN CUSTOMARY LAND
REGULATIONS

사. 조직

○ 산림연구부는 산림이용국(Forest Industries and Utilization Division), 산림

개발 및 재조림국(Forest Development & Reforestation), 국립식물원

(National Herbarium & Botanical Garden), 산림자원관리 및 기술지원국

(Forest Resource Management & Technical Service Division) 등 4개의

국과 그 외에 운영지원과(Corporated Services)로 구성되어 있음.

○ 산림과학부 장관 아래 차관(Permanent Secretary: PS)이 있고 두명의 기술

및 지원 차관보(Under Secretary)있고 산림청장(Commissioner) 밑에 5명의

국장(Deputy Commissioner of Forest: DCOF)이 있음.

○ 산림이용국은 수출원목 감시, 벌목 기준, 현장 평가 등을 담당하고, 산림개발

및 재조림국은 양묘, 육묘 및 조림 등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고 있음.

○ 산림자원관리 및 기술지원국은 정책개발, 산림조사, 인허가, 표준기준 이행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플렌테이션 개발 및 재조림국은 국가종자센터, 플렌테이션 임업, 임업지도

등을 담당

○ 산림연구부는 산림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콜롬방가라 섬으로 이전

예정인 산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종자를 비롯한 조림, 산림, 관리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나, 현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연구분야

중장기 계획은 부재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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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존 산림 ODA 사업 수행내용

○ 호주 정부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솔로몬군도의 산림경영프로젝트 자금

지원하였는데 그 사업 하에서

    - 임업법 개정안 마련 자문

    - 벌목 감시 및 수입 확대 지원

    - 소규모 플렌테이션 개발 지원(동 프로그램으로 Forest Development and Plantation 

Section 설립)

    - 산림연구부에 산림자원 이용국 개설

    - 목재협회 설립

    - 여러 가지 기술적 법률적 워크숍 개최 등이 이루어짐.

○ 최근 솔로몬군도 및 호주 정부는 아래의 두 프로젝트 수행 중

    - Australia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Research - Working on 

improving genetics of Teak 

    - Under Pacific Plant and Market Access Program - Assist us with Timber 

Legality to be ready for the Australia TIMBER Illegality Prohibiton Act 

coming into force in November 30 this year.

3-4. 산림관리 전략 제안

목 표

 MFR 공무원과 산림정책·제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주요 추진분야

○ 중장기 산림기본계획 수립

○ 기본 법률 개정안 및 신규 법률안 제정

○ 산림행정조직 확충 방안 제시

○ 주민 소득 증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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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산림기본계획 수립

○ 국가적으로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 및 계획 부재

○ 5년 단위로 산림정책을 규정할 중장기 산림기본계획 수립 제안

산림자원목재이용법(Forest Resources and Timber Utilization Act) 개정

자문 및 지원

○ 법 개정의 타당성 및 논리 개발

○ 산림자원 관리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책무 추가

○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를 용도별 목적별로 분류, 지정하는 내용 추가

○ 재조림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이행 의무 부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신규 법률안 제정

○ 부족 소유림 재조림 촉진법 제정

○ 우리나라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산림교육

훈련촉진법 제정

○ 산림 정보 통계 관련 법안 마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산림행정 조직 강화 방안 마련

○ 중앙의 산림과학부 및 지방정부 산림행정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인력

보강 방안 제시

비목재임산물 생산 및 활용, 대단위산림경영단지 도입 등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방안 제시

○ 약용식물, 버섯, 산지축산 도입 등을 통해 주민소득원 확충

○ 부족 단위 협업경영체 도입 검토

○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대단위영림단지 조성안 제시

○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소득 증대 시범사업 추진

추진 방향

○ MFR측과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 추진

    - 연구사업과 일반 시범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

○ 각각 3개월간 2차에 걸친 전문가 파견 기간에 중점 추진

○ 해당분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산림정책 분야 워킹 그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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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림·양묘 분야

4-1. 조림·양묘 분야 현황 및 문제점

가. 관련정부 조직 및 정책방향

산림연구부 조직 및 업무현황

○ 솔로몬군도정부(SIG)의 재조림관련 정부조직(그림 4-1)

○ 산림연구부(Ministry of Forestry & Research : MFR)내의 산림개발 및

재조림국(Forest Development & Reforestation Division : FDRD)에서 조림․

양묘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

○ FDRD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조림프로그램(National Forest

Plantation Development Program : NFPDP)을 진행

○ FDRD 산하에 16개의 지방관리소(Provincial Outstation) 와 53개의 일선

지역(Sub Region)에 현장지도조직인 Forestry Extension Network을 운영

솔로몬군도정부 (SIG)의 재조림정책 기본방향

○ 재조림 프로젝트에 적절한 자생수종의 이용가능성 규명연구 및 검증된 재조림

수종의 조림기법 개발 지원

○ 산촌공동체에 임업기술, 노하우 전수 및 기술자문과 임업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산림관리기법 지원

○ 전국적으로 산촌지역에 재조림을 장려

MFR의 재조림정책 목표

○ 경제, 환경,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산림개발과 재조림을 촉진시키는

정책목표를 설정

○ 재조림정책을 실행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함

    - 국가의 미래목재자원 확보

    - 솔로몬군도의 재정수입을 늘리고 안정화시킴

    - 산림소유자들과의 협력조림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 각 지방의 산림개발과 지원을 강화

    - 장기적인 산림개발프로젝트에 지역의 참여를 극대화

    - 관련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공유를 촉진

    -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와 복구를 증진

    - 교육과 기술훈련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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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산림연구부(MFR) 산림개발 및 재조림국(FDRD) 기구도

D/Commissioner

HQ Asst.D/Com HQ

↓ ↓

Enrichment
Chief Officer

Logistic Data Seed

SFo

Western region
coordinator

Central region
coordinator

Eastern Region
Coordinator

Fo

Buala Tulagi Guad Rdnnell

Allardyce Provincial Stations Provincial Stations

Provincial Stations Auki Afio Malu'u Kirakira Lata

Seghe Poitete Munda Gizo Shortland Taro

현재까지 진행된 재조림에 관한 일반현황

○ SIG의 연간 조림목표는 1,000ha이나 지난 5년 연속 목표를 달성 못함

○ 조림지원 보조금 및 훈련프로그램의 증가와 재조림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하여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재조림실적은 매년 평균 50%이상 증가추세를 보임.

○ 재조림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 재조림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묘목확보를 위하여 종자수급문제 및 양묘장

설치에 대한 노력이 시작됨.

○ 재조림 부분의 역량강화를 위해 VBFEO(Village Based Forestry Extension

Officer)들이 재조림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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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Enrichment Plantation의 시범사업을 확정하여

진행하고 있음.

나. 조림․양묘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

적절한 재조림정책 및 관련법률의 부재

○ 재조림계획에 대한 연도별 연속성의 부재 및 장기적인 관점의 재조림 실행

계획 부재

○ 실행에 있어서도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적절한 재조림정책과 관련된 법률이

부족

재조림을 위하여 책정된 연간예산의 부족

○ 지방으로 갈수록 열악한 재조림 기반시설(양묘장, 장비, 도구 등)

○ 조림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부족 및 정치적인 영향

관련교육 및 정보 그리고 훈련받은 전문 인력의 부족

○ 재조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의 한계

○ 산림경영 및 관리에 대한 사례의 부족과 산림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공동체의 의지 부족

○ 지도그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부재

○ VBFEO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불가

재조림을 어렵게 하는 기타 요인들

○ 토지소유 및 분쟁으로 인한 재조림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

○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목재수확 및 연료목 채취 행위

○ 농경활동 및 마을 팽창에 따른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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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림사업 인력

가. 재조림관련 행정조직 체계

산림개발 및 재조림국 (FDRD)

○ 솔로몬군도의 조림프로그램은 MFR내의 산림개발 및 재조림국(FDRD)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FDRD는 상업조림회사(Eagon Pacific

Plantation Limited : EPPL, Kolombangara Forest Products Limited :

KFPL)들에 의한 조림을 제외한 모든 재조림 프로그램을 총괄는 부서로서

지방관리소 및 산촌지역에 이르는 재조림관련 인력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 MFR의 FDRD(Forest Development & Reforestation Division)에서는 서부,

중부, 동부 권역에 지방관리소(Provincial Station)를 두고 있는데 서부에 6개,

중부에 5개, 그리고 동부에 5개 총 16개의 지방관리소가 있음

○ 각각의 권역별로 53개의 세부권역(Sub Region)들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권역에는 VBFEO(Village Based Forestry Extension Officer)를 두어

조림 및 산림관리 지도를 하도록 함.

조림 및 재조림에 관련된 공무원 현황

○ 재조림국(FDRD)에 소속되어 조림과 관련된 업무 및 지도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은 아래의 표 5과 같은데, 2013년말 기준으로 본부소속 직원,

지방관리소 직원 그리고 VBFEO을 포함하여 총 106명임

○ 재조림국(FDRD)에서는 산촌에서의 지속적인 재조림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SINU의 임업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산림관리지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 부족마을 단위의 산림지도원(VBFEO)을 1년 단위로 계약,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부족마을에 거주하며 FDRD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담당하며

재조림에 대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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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R과 FDRD에서는 이들 VBFE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

하면서도 실제적인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은 매우 부족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원책은 VBFEO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량지원 및 출장비와

같은 실비 수준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실질적인 재조림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VBFEO의 역할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근무환경,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조림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표 4-1. 주요 산림정책별 전략

구분 공무원(명) 비 고

총 계 106

소 계 53

본부(HQ) 12

지방관리소 41 총 16 Provincial Stations

- Western Region 16
Seghe(1), Poitete(5), Munda(5), Gizo(2),

Shortland(1), Taro(2)

- Central Region 11
Buala(2), Tulagi(2), Guad(4),

Rennell(1), Allaedyce(2)

- Eastern Region 14
Auki(5), Afio(20, Malu'u(2),

Kirakira(2), Lata(3)

VBFEO 53 총 53 Sub Regions

- Western Region 15 15 Sub Region

- Central Region 19 19 Sub Region

- Eastern Region 19 19 Sub Region

* VBFEO : Village Based Forestry Extens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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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 지방관리소 - 부족단위 지도원에 이르는 재조림 기술지도시스템은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산촌에 있는 부족단위 까지 정부의 재조림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재정, 기자재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필요시 됨.

표 4-2. VBFEO 들이 배치된 세부권역

Region Province Sub Region

Western

Western

Rannoga Simbo, Batuna, North New Georgia,

Roviana, South Vella, Shortlands,

Rendova Tetepari, North Vella

Choisuel Loloko, Vosa, Sisiata, Ohgo, Qevala

Central

Guadalcanal

Longu, Vatalena, Sahalu, Foxbay, Paripo,

Reko(Tasikoko), Savulei, Moli,

Central Malango, Aola, Old Selwyn

Isabel San George, Goveo, Bugotu

Central Islands Hogo, Boli, Tulagi, Russell Island

Renbel Rennel

Eastern

Malaita

Atoifi, East Are'are, Odou, Buma, Afutara,

Aoke langalanga, Lau Mbaelelea, Dala,

Okwala, S/Malaita, Rara

Makira
Star Harbor, Bouro/Ugi, Arosi, Ulawa,

Wainoni, Haununu/Rawa

Temotu Nagu, Utup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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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림 및 양묘장 현황

가. 종자생산 및 공급현황

소규모 조림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분한 종자공급은 매우 중요

○ 우량한 종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종자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종자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잘 개량된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종자 담당부서 및 종자보급센터

○ SI에는 현재 총 3개의 Seed Center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Seed

Center는 각 지역별로 종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산림연구부

내의 재조림국에 종자담당부서가 있어 Honiara Seed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협력연구 프로그램의 하나로 피지에 있는 태평양수목종자센터로부터

Honduras산 마호가니 종자 2kg을 받아 Poitete Center에서 시험사업을 진행

중임. SIG뿐만 아니라 MFR에서 피지에 있는 태평양수목종자센터를 솔로몬에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표 4-3. Poitete 와 Munda Seed Center의 종자보급 현황 (2013)

Seed Center Species Quantity(kg)

Total 539.9

Munda

Tectona grandis 344.25

Eucalytus degulupa 1.025

Switenia macrophylla 156.25

Eucalyptus pellita 0.02

Calophyllum 17.5

Canarium 10.95

Poitete Gmellin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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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Honiara Seed Center의 지역별 종자보급현황 (2013)

Provinces
Species

TEAK (kg) SWIM (kg) EUD (gram)

Malaita 39.5 37.75 133

Isabel 13.5 29.50 27

Guadalcanal 19.5 20.25 36

Makira 06.0 05.25 32

Central 06.0 12.00 11

Temotu 05.0 08.00 1

Western - - 3

Choisuel 04.0 06.00 8

Malaita 29.5 36.75 97

* TEAK: Tectona grandis, SWIM: Swietenia macrophylla, EUD: Eucalyptus degulupta

나. 양묘장 현황

재조림을 위한 묘목 공급대책 마련 시급

○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조림을 위한 묘목공급에 한계가 있어 고품질의 우량

종자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

급히 필요한 상황

묘목수급대책으로 고정양묘장 (Permanent Nursery) 및 간이양묘장 (Fly

Nursery)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증가하는 묘목수요에 대응하려고 함.

○ 현재 상업조림기업의 양묘장을 제외하고 총 3개의 고정양묘장과 39개의

간이양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묘목 공급능력은 약85,000본임

○ MFR에서는 모든 Province에 고정양묘장 및 간이양묘장을 설치하는 계획

을 가지고 있음

○ 간이양묘장의 경우는 조림대상지와 가까운 임내에 설치되어 노동력확보

및 조림지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법임

○ 기업이 설치한 고정양묘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규모도 작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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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양묘장 설치현황 및 묘목 생산능력 (2013)

Province Location Permanent Fly
Capacity
(seedlings)

Total 3 39 84,384

Central Islands

Russell 1 5,100

Hongo 1 4,000

Tulagi 1 600

Guadalcanal Savulei 1 4,600

Isabel
Gao & Buala 3 1,522

Hograno highlands 3 11,260

Malaita

Auki 1 5 3,996

Dala 3 13,438

Langalanga 1 200

Afutara 3 230

Buma 3 132

Makira

Okwala 1 498

Wainoni 8 908

Haununu 1 3,500

Bouro/Ugi 1 1,500

Temotu Lata 1 1,500

Western Simbo/Ranogga 3 4,900

Choisuel Taro 1 20,500

○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양묘시스템을 가진 고정양묘장이 도입되어야만 재조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요 양묘 수종

○ 대부분의 양묘장에서 양묘되고 있는 주요수종은 티크(Tectona grandis),

마호가니(Swietenia macrophylla)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생수종은

Taro 양묘장에서 육묘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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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 및 종자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현황

○ FDRD에서는 기존의 양묘장, 클론채종원, 차대검정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면서 SIFMP(Solomon Islands Forest Management Plan)에 의한 수종품종

개량 프로그램을 1단계까지 시행해 왔음.

○ 티크 수종만이 차대검정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유칼립투스나 마호가니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음

○ 상업조림기업인 EPPL(Eagon Pacific Plantation Limited)과 KFPL (Kolombangara

Forest Products Limited)은 가장 큰 상업조림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품종개선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음.

다. 재조림 현황

SIG의 재조림 역사

○ 1955∼1995 : SIG Large scale Reforestation(Western, Isabel & Temotu province)

     - 약 20,791ha가 조성됨(Viru, Gizo, Allardyce, Alu, Choisuel bay, Santa cruz, Poitete)

○ 1986∼1997 : 뉴질랜드 ODA사업으로서 부족소유림에 대한 재조림프로그램

으로 2개의 시범지(300ha)가 Malaita 에 조성됨

○ 2001∼2007 : 소규모 재조림 모델이 산림경영계획으로 시작되어 7,500ha가

조성됨(Family based reforestation model)

○ 2008 : SIG에서 산림개발 및 재조림국(FDRD)을 설치

○ 2009∼2014 : 국가조림개발 프로그램 (National Forest Plantation Development

Program : NFPDP) 운영

재조림된 수종의 분포

○ 재조림된 수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목재의 내구성 및 시장수요로 인해 티크와

마호가니, 그리고 유칼립투스가 가장 많이 식재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

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Ⅱ. 분야별 파견활동 내용

48

○ 재조림 수종으로 자생수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별도의 조림

프로그램으로 시작되고 있음(Enrichment planting program)

표 4-6. 솔로몬군도의 5년단위 수종별 재조림 실적

Years Teak Swim Eucd Accasia
others
spp

Total
(ha)

1972-1977 0.91 0.58 0.03 0 1.23 2.75

1978-1982 1.02 0.137 0 0 0.44 1.597

1983-1988 58.41 399.01 0 0 24.09 481.74

1989-1993 4.78 3.48 0.4 0.43 20.33 29.42

1994-1998 175.26 28.26 39.29 38.13 90.54 371.48

1999-2003 3,890.2 156.05 421.02 3.94 327.64 4798.85

2004-2008 1,510.01 348.63 114.7 8.49 22.28 2004.11

2009-2013 489.781 540.755 194.428 102.1973 1,327.1617

1993-2005(CFC) 346.55 59.14 599.16 456.73 1461.58

Total 6,476.92 1,536.04 1,369.03 50.99 1,045.4773 10,478.4587

Percentage(%) 62 15 12 1 10 100

SIG의 매년 재조림 목표는 1,000ha이나 2013년의 경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표7과 같이 약 25%정도인 223ha 정도의 실적을 이룸.

○ 각 Province별 목표인 150ha를 달성하지 못함

○ 재조림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함

○ 종자공급 부족과 지난 2년간의 재배 보조금(subsidy)의 불공정한 배분

지역(Province)별 조림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

임업직 공무원의 배치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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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수종별, 지역별 재조림 실적 (2013)

Province TEAK SWIM EUCD Others Total

Choisuel 3.63 1.44 6.404 0.194 11.708

Western 18.979 0.101 2.808 0 21.891

Isabel 4.971 22.419 3.317 0 30.528

Central Islands 11.209 3.858 0.768 0.104 15.515

Guadalcanal 5.71 3.435 10.55 0.767 20.884

Renbel 0 0 0 0 0

Malaita 25.412 27.807 5.777 34.355 93.351

Makira 15.731 8.566 0 0.528 24.825

Temotu 1.3 13.915 0 0 15.215

Total 86.942 81.541 29.444 35.948 133.917

FDRD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림프로그램은 조림지의 규모에 따라

Family Based Plantation 과 Industrial Plantation으로 구분

○ Family Based Plantation 은 소규모(0.5 - 5ha) 크기의 조림지로서 개인,

가족, 단체, 부족단위로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상업적

가치가 높은 수종인 티크. 마호가니, 유칼립투스 가 조림됨

     -  현재 약 14,500ha 정도의 조림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Industrial Plantation은 크게 두 상업조림회사에 의해 진행됨

     - Kolombangara Forest Products Ltd(KFPL) : 14,355ha

     - Eagon Pacific Plantation Ltd(EPPL) : 15,19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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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재조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가. 교육훈련 일반현황

재조림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임업지도원과 소규모 조림지를

경영하고 관리해야할 재배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되고 있음.

○ 재조림을 위한 시스템과 기술이 변화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없이는 성공적인 재조림전략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MFR FDRD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VBFEO에 대한 교육훈련은 거의 없는 편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

표 4-8. 재조림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Officer Institute Course Status

1 Korea Master Incomplete

1 Fiji national University Diploma continue

10 ACIAR(Munda) Seed Technology 1 week

8 IPAM(Honiara) Various short training completed

5 ACIAR(Munda) GIS(Forest Plantation) 4 days

8 UNDP(Honiara) UNREDD+ 3 days

재조림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작업자(재배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Regional Coordinator와 VBFEO에 의해

이루어 짐

○ 훈련 내용에는 산림관리, 양묘장운영, 선목, 가지치기, 간벌, 목재재적측정

등으로 이루어 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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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재조림 작업자들에 대한 훈련실적 (2013)

Western Region Central Region Eastern Region

Province Location Participants Province Location Participants Province Location Participants

Western
Taro 30

Central
Russell 48 Temotu Nangu 30

Seghe 40 Vutura 35 Makira Haununu 30

Isabel

Hograno 44 Malaita West Areare 387

Katova 15 Dala 40

Susubona 15 Afutara 30

Ghulahage 39

Kia 23

Gao 25

Guad. Aloa 34

Total 2 70 9 278 13 419

4-5. 조림·양묘 분야 역량강화 방향

가.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확보를 위하 장기적 관점의 재조림 계획 작성

연간목표인 1,000ha 달성을 위한 전략 재검토

○ 과거 5년간 목표량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전략으로는 연간

목표 뿐만 아니라 재조림 실행의 기본방향 설정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Province별 상황을 고려한 목표량의 적절성 검토(양묘장, 인력 등의 인프라)

○ 시범지역을 설정하고 대상지역을 Case StudyⅠ 대상지로 설정하고 Monitoring을

통한 추적관찰로 현황파악 및 해결책 강구

     - Provincial Station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2곳 설정

○ 재조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NTPD(National Tree Planting Day)의 설정 및 시범운영 추진

10년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목재수급량을 고려한 재조림 실행계획 작성

○ 2025년경에 도달되는 목재자원 고갈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연도별 합리적인

재조림 실행계획(재조림 목표량 설정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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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이후 연도별로 재조림 되어야 할 조림면적 산출 및 관련 인프라(종자

확보, 양묘장 설치, 인력) 확보방안 제시

○ SI의 산림자원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수종배치(자생수종, 외래수종 등) 검토

나. 산림소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림프로그램의 개발

○ 85% 이상이 부족소유림(Customary forest)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프로그램인

FBP (Family Based Plantation)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부족간 협업을 통하여 소규모의 조림을 묶어 일정규모를 갖춘 조림지로 발전할

수 있는 부족간 협업체시스템 가능성 연구(Case StudyⅡ)

    - 2개 부족의 협업을 끌어낼 수 있는 대상지를 설정

다. 재조림 지도그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1차 파견에서 파악한 결과 현장지도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이 재조림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VBFEO들의 재조림에 대한 의지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

조성이 필요

    - 교육경험 및 재조림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장지도공무원인 VBFEO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개발을 재조림교육프로그램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Central Region에 배치된 11명의 VBFEO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Case StudyⅢ)

    - 기술전문가와 함께하는 Workshop, Field Excursion 시범운영

○ VBFEO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족도조사 및 기타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및 Contents 보완

○ 장기적 차원에서 교육시설 및 실습림을 갖춘 훈련원의 설치가 필요

※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할 사항

○ Case StudyⅠ : 재조림프로그램 시범 운영지역 대한 사례연구

○ Case StudyⅡ : 부족간 협업재조림 대한 가능성 사례연구

○ Case StudyⅢ : VBFEO들에 대한 현장교육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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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1. 1차 전문가 파견의 의의와 주요 성과

연구 분야 별 양국 연구주제 확정 및 담당자 선정

○ 연구주제 : 솔로몬군도 산림자원 관리 실행계획 수립 (잠정)

○ 연구 분야별 담당자

분 야 P M C 솔로몬군도

산림정보통계 오 재 만 Terence Titiulu

산림정책 권 오 복 Gordon Konairamo

조림·양묘 최 선 덕 Richard Raomae

분야별 기자재 선정 합의 및 연구동, 연구실 명 확정

○ 연구동 명칭: “Forest Management Research Center”

○ 연구실별 명칭

실 별 명 칭

① Lab of Forest Policy

② Lab of Forest Inventory & GIS

③ Lab of Reforestation & Biodiversity

담당 분야별 워크숍을 통한 정보 교환 및 상호 이해 증진 (별첨)

○ 3일간에 걸친 분야별 워크숍 개최(솔로몬 중앙 언론지에 보도)

   

양국 간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한 연구사업 발굴 · 추진 희망

○ 생물 종 다양성 조사 · 연구

○ 희귀, 멸종 식물 수집, 보존, 관리 방안 연구

○ 종자 채집, 저장, 관리 등에 관한 공동연구

○ 산림황폐지 복구방안 (Grass Land 지역 및 산사태 발생지역) 및 적수 선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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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관리 정책수립과 산림연구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자 확정

(관리자 과정)

산림자원 조사 및 생장량 예측 방법 등에 관한 공동연구 제안(솔로몬 임과대학)

원주민 마을(Vura)을 방문하여 벌채에 따른 재난의 위험과 재조림 필요성 공감

조림 · 양묘의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범지 선정 운영 요청

○ Tulagi 양묘장 관리방안 및 조림목 생육환경 공동 연구 요망

조림수종 선정 및 생육환경 개선 방안 자문 요청 (이건산업)

○ Arara 캠프 조림지 현황 및 벌채, 수확, 판매 등 경영 시스템 파악

조림사상 고취를 위한 한국의 식목일과 같은 국가 식목일 제정 필요

양국 간 산림분야 현안사항을 논의, 해결하기 위한 MOU 의제 검토

2. 주요 건의사항

2차 파견기간의 조정

○ 1차 파견 지연 출발 및 현지 기상 악화로 복귀 지연

○ 고위급 초청연수가 6월 9일부터 22일 진행됨에 따라 솔로몬군도 산림연구부

공동연구자들이 모두 방한, 공동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움.

○ 연수에 참여하는 고위급 공무원들과 연수 중에 공동연구에 대해 협의 필요성 대두

○ 변경안

구 분 당 초 변 경

일 정 ‘14. 5∼ 7 ‘14. 6. 16 ∼ 9. 5

3차 파견기간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3차 전문가파견 ‘14. 8∼ 10 ‘14. 9∼ 11 2차파견 기간 조정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1차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보고서

55

실무자 초청연수 개최 시기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일 정 ‘15. 5 ‘15. 3 5차파견 준비

정보·통계 및 조림·양묘 분야 전문가 교체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산림정보통계

전문가

오재만 박사

(우림NR)

김성호 위원

(우림NR)

∙사업수행 방안을 산림정보 및

통계(산림자원조사) 전문가와

전산시스템 개발의 두 방향으로

수행 예정

∙산림자원조사의 방법 및 산림

통계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전

문가 교체 필요

조림·양묘

전문가

최선덕 소장

(산림조합중앙회)

손철호 박사

(산림조합중앙회)

∙연구소장으로 장기 파견 곤란

∙재조림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

경험자 필요

차량 및 선박 조기 발주

○ 월 5,000달러 정도의 비싼 현지 차량 임차비로 파견 활동에 부담이 크므로 차량을

조기에 발주하여 PMC의 전문가 파견시 활용토록 조치 요망

○ Tulagi 지역에 시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확보된 선박을 조기 발주

하여,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워크숍 개최 횟수 조정

○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당초 2회의 워크숍 개최 횟수를 4회로 확대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내 용 3회 4회

∙4차례에 걸친 전문가 파견 기간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개최

횟수 확대

∙워크숍을 통해 공동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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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3-1. 전문가 파견

○ 2차 파견(‘14. 6. 16 ∼ 9. 5) : PM 및 정보·통계 분야 전문가 파견

○ 3차 파견(‘14. 9 ∼ 11) : 산림정책 및 조림·양묘 분야 전문가 파견

○ 4차 파견(‘14. 11 ∼ ’15. 1) : PM 및 정보·통계 분야 전문가 파견

○ 5차 파견(‘15. 2 ∼ 4) : 산림정책 및 조림·양묘 분야 전문가 파견

○ 6차 파견(‘15. 6) : PM, 정보·통계, 산림정책 및 조림·양묘 분야 전문가 파견

3-2. 국내 초청 연수

○ 고위급 초청연수(‘14. 6. 9 ~ 6. 22): 2주간 5명의 고위급 공무원 국내 초청연수

실시

    - 강의, 현장 방문, 산업시찰 등을 통해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정책 수립과 산림

연구부 공무원 역량 강화 도모

○ 실무급 초청 연수(‘15. 3): 3주간에 걸쳐 12명 실무급 국내 초청 연수 실시

    - 강의, 현장 방문, 산업시찰 등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 도모

3-3. 워크숍

○ 전문가 파견 때 마다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과제 추진 및 적극적 참여 유발

3-4. 연구동 신축 및 기재 지원

○ 연구동에 들어갈 기자재 발주 지원

○ 기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기자재 발주 및 활용 능력 제고 지원

3-5. 웹페이지 구축

○ 흩어진 산림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연구부내 웹페이지 구축

○ 산림정보 업데이트 및 시스템 관리 실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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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변경(안)

구 분
2014년 201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솔로몬 현황 파악

- 솔로몬 산림 제반 환경 조사

산림 정보 · 통계

- 산림 정보 통합

- 웹페이지 구축

- 산림 정보 활용 및 교육

산림정책

- 솔로몬 산림 현황 및 법률 분석

- SFM을위한산림제도․법률연구

- 솔로몬 산림관리 조직 연구

조림 · 양묘

- 조림 및 양묘 교육기반 조사

- 재조림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공무원 조림·양묘 역량강화

- 재조림 프로그램 모범사례 교육

전문가 파견

- PM

- 정보 ․ 통계

- 산림정책

- 조림․양묘

국내 초청연수

워 크 숍

성 과 품

- 보 고 서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계 획 서
파견

계획

활동

보고

파견

계획

활동
보고/
파견
계획

파견

계획

활동

보고

활동
보고/
파견
계획

활동

보고

- 용역수행 및 성과관리
용역

수행

성과

계획

성과

보고

- Handbook
제작

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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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 록

1. 1차 전문가 파견 업무일지

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KOICA 사무소 일    시 2014.03.11 15: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고희숙 소장

정진현 PM

권오복 PL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호니아라 도착 후 KOICA 사무소에서 간단한 미팅 후 KOICA 주관 만찬 참석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호니아라 도착 후 KOICA 고희숙 소장과 인사 및 면담

  현지 정착을 위한 숙소임대 확정

  KOICA 주관 만찬 참석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원활한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빠른 수원기관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빠른 Meeting 일정을 잡

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안적인 계획이 필요함

솔로몬 측에서 제공하기로 한 사무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KOICA 사무소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착수를 위한 내부 협의

  산림연구부와의 Meeting을 추진해보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현지 정착을 위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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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KOICA 사무소 일    시 2014.03.12 10: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권오복 PL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PMC 사전협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중 실제 현지에서 추진 가능한 내역 검토

  산림연구부와의 Kick-Off Meeting 일정 검토

2. 업무 추진 내역

권오복 PL이 PMC 팀에게 사업수행계획 개요 설명

정진현 PM이 1차 파견에서 수원국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여 전체적인 사업수행계획과 그

에 따른 예산까지도 현지 실정에 맞추어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나눔

저녁에는 주 PNG 김성춘 대사와의 만찬에 참석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수원기관의 파트너를 만나고 나서야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수립될 것임

  산림연구부와의 Meeting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계획이 필요함

솔로몬 군도 대사 임명 건으로 방문한 김성춘 대사는 이 사업이 솔로몬 군도와의 협력에 중요

한 계기가 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임해줄 것을 부탁함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산림연구부와의 Meeting을 추진해보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현지 IT 전문가와의 Meeting과 같은 

대안적인 계획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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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산림정보통계

단    계 1차 파견

장    소 코이카 사무소 회의실 일    시 2014. 3.13 13:00

참 석 자

한 국 측 현지 전문가

오재만 PL 김굉수(솔로몬 파견 IT자문관)

김태균 부장

최선덕 PL

주요내용

- 솔로몬의 전산정책 담당 부서

- 솔로몬의 전산환경 확인

- 웹페이지 구성의 방안 및 참조페이지 확인

○ 솔로몬 군도의 전산분야는 대부분 ICT support unit(재무재경부 산하, 기능은 정책수립, 데

이터센터 역할 등)로부터 지원 및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 전산환경을 지원 및 관리하기도 하며, 각 부서별로 ICT support unit에 직원을 파견

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도 함.

○ 전산환경은 각 부서별로 전산실이 있으며, 장비 설치는 ICT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

음.

  - 장비의 소프트웨어 구성은 부서별로 파악해야 함.

  - 다운로드 512Mb, 업로드는 반 정도이며, 이것을 10여명이 공유(ADSL)

  - 하드웨어 OS는 윈도우를 사용하며, 다른 OS는 별 의미가 없음.

  - MS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대부분 정품임.

○ 웹페이지의 컨텐츠 구성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용이 적절

  - 컨텐츠 구성의 방향은 한국 측에서 설정하여 솔로몬에 제시하여 설정해서 가야 할 것임.

  - 관광청의 홈페이지가 최근 구축된 것이며, 콘테츠 구성은 숙박시설 이용 정보 등이다(이 

페이지를 참조)

   ※ 솔로몬에 소재하는 IT회사가 구축한 것(별도의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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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산림연구부 일    시 2014.03.14 10: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고희숙 소장
Mr. Barnabas Anga 
(Permanent Secretary)

정진현 PM
Mr. Gordon Konairamo 
(Under Technical Secetary)

권오복 PL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의 시작을 위한 Kick-off Meeting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산림연구부 대표측과 Kick-Off Meeting을 개최하여 상호간 소개를 나누고 프로젝트의 개요 및 향

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

2. 업무 추진 내역

고희숙 소장과 정진현 PM 등 한국측 대표단이 산림연구부를 방문하여 Barnabas Anga 차관 등 산림

연구부 인사들과 상호 소개를 나누고 권오복 PL이 사업개요를 설명함

솔로몬 대표들과 면담 후 주 PNG 김성춘 대사와 산림연구부 장관 Dickson Mua와의 면담에 한국

측 대표단으로 배석하여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함

 

※ 솔로몬측 의견

  1) 솔로몬군도의 산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큼

  2) 특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산림관련 법체계의 정비, 산림정보의 디지털화, 공

동연구동 건축에 관심이 큼

  3) 다음 주 월요일(3.17)부터 산림연구부로 출근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공간을 내어줄 것임

  4) 현지 워크샵과 초청연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하였음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산림연구부 대표를 만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를 하였음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산림연부구 방문 후, 공동연구자 면담 및 향후 추진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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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KOICA 사무소 일    시 2014.03.17 11:3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권오복 PL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1차 파견 주요 과업 수행을 위한 공동연구자 지정 및 주요 현안 협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산림연구부가 제공하는 PMC 사무실에 관한 협의 및 솔로몬 측 공동연구자 지정

  1차 파견 주요 과업 수행을 위한 일정에 대한 협의

  Workshop 및 초청연수의 기본 골격 및 일정에 대한 협의

2. 업무 추진 내역

정진현 PM이 Richard 부국장에게 인사말로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 Ricard 부국장도 공감

Richard 부국장과 함께 1차 파견 주요 과업과 대략적인 일정에 관해 협의하고 각 분야별 공동연구자 및 Working 

group 참여자, 1차 초청연수 파견자 선정을 요청

PMC 사무실 및 집기 제공 요청

금주 SINU 방문 일정 및 업무 착수 기념 만찬 일정 협의(3월 18일)

Richard 부국장과 회의를 마치고 오후 KOICA 고희숙 소장과 업무 추진 결과 협의 및 금주 이건산업 방문(3.19 

수, 09:00) 일정 확정

※ 솔로몬측 의견

1) PMC 사무실 공간은 확보되었으나 신규가구가 없으므로 가구가 확보될 때까지 산림개발국 회의실을 사용할 것을 제안

2) 솔로몬측 공동연구자 명단은 조림·양묘 분야는 Richard Raomae 부국장, 산림 정책 분야는 Gordon Konairamo

   부차관, 산림정보통계 분야는 Kedson Ago로 확정

3) Working group 및 초청연수 참가자 명단을 내부협의 후 통보키로 합의

4) 4월 1~3일에 1차 Workshop 개최에 동의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추후 검토 후 통보 약속

5) SINU 등 방문 일정에 맞춰 면담 약속을 주선할 것임.

6)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MFR 담당자를 지정할 것임.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PMC 사무실의 가구가 확보되기까지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여 회의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차후에 확정된

  장소로 이전하기로 함

  사업착수의 첫 시발점이 되는 공동연구자가 지정되어 사업 추진 기틀 마련

   - 공동연구자가 지정된 만큼 양국 연구자들이 모여서 현황 및 과제 파악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Workshop 일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금주와 다음 주에 계획한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Workshop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일정관리가 필요함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10:00에 솔로몬측 공동연구진과 함께하는 첫 미팅 예정(분야별 공동연구자 상견례 및 향후 일정 논의)

  공동연구실 집기 및 통신 시설 설치 

  18:00에는 산림연구부 인사 5인, KOICA 사무소 2인을 초청해 만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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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3.18. 10: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Gordon Konairamo
(Under Technical Secretary)

권오복 PL Mr. Terence Titiulu
(Deputy Commissioner of Planning Division)

최선덕 PL
Ms. Minnie Fahu

(Senior Forester of Reforestation Division)

오재만 PL

주요내용 각 분야별 공동연구자 면담 및 향후 일정 논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각 분야별 솔로몬측 공동연구진 지정

  각 분야별 공동연구 목표, 내용 발표 및 의견 수렴

  1차 파견 기간의 각 분야별 공동연구 일정 협의

2. 업무 추진 내역

• 3월 17일 지정된 공동연구진 중  Richard 부국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Richard의 Assistant인 Minnie Fahu가

 대신 참석하였으며 Kedson Ago대신 그의 상관인 Terence 부국장이 대신 참석

• 각 분야별 PL이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솔로몬측의 의견 수렴 및 공동연구 일정 협의

• 차후의 정례회의 및 1차 파견기간 동안의 SINU, 재조림지, 부족소유 조림지 등 방문일정 협의

• 저녁에는 Barnabas 차관보과 Richard 부국장 등 산림연구부 3인과 KOICA 사무소 2인을 초청한 만찬을 개최 

※ 솔로몬측 의견

1) 산림정책 분야에서 Gordon 차관보는 지속적인 공동연구 참여와 SINU 및 부족소유 조림지 등 방문일정 수립에

   협조를 약속함 

2) 조림·양묘 분야에서는 대만에서 자금을 대고 있는 재조림 프로그램이 2008년부터 연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조림 교육을 위한 약 15개의 지방 산림부 사무소와 57명의 계약직 Extension Officer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 사무소 방문에 협조하기로 함

3) Richard 국장이 산림연구부 업무로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Minnie 씨가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함

   4) SINU 방문 일정이 3월 19일 오후 2시로 확정, Richard 부국장이 함께 동행하기로 함

   5) 산림정보통계 분야에서는 가능한 빨리 산림연구부의 IT 인프라와 사용 중인 산림정보의 샘플을 제공해 줄 것에 동의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분야별 공동연구자가 선정된 만큼 분야별로 1차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참여자와 치밀한 

    계획 속에 사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 MFR 직원들과 두세차례 미팅과 저녁 Barnabas 차관보 등과의 만찬으로 MFR직원과 친분과 신뢰가 쌓여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이러한 분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각 분야별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솔로몬측도 Workshop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산림연구부 소속 IT 전문가가 솔로몬군도 총선 투표자 등록에 차출되어 부재하므로 IT 인프라 현황을 파악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09:00 이건산업 방문 - Aaron Usakauma 천연자원 및 응용과학 학장

  14:00 SINU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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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산림정보통계

단    계 1차 파견

장    소 산림연구부 일    시 2014. 3.18 11: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오재만 PL Terence Titiulu

김태균 부장

주요내용

- 산림부 담당자 첫미팅

- 업무 담당자 확인 및 사무실 방문

- 전산환경(지도구축실) 확인

○ 산림정보 및 통계분야의 솔로몬 산림부 담당자 첫미팅

  - 담당자 : Terence Titiulu(Deputy Commissioner, Planning), 

             메일 주소 : titiulu_t@mofr.gov.sb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각 분야별로 금번 방문 및 미팅의 목적과 협조사항을 전

달   

  - 금주 목요일(20일) 10시에 2차 미팅 예정

  -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 미팅 협의(타분야도 함께)

○ 산림정보 및 통계 : 

  - 각 부서별로 진행 또는 구축되어 있는 DB 목록 및 샘플데이터 요청

  - 일부 부서(벌채허가, 운송 등)를 방문하여 DB를 보았으며, Planning 부서에서는 일부 지도

데이터를 디지타이징 작업 확인(S/W는 Map Info 사용) 

○ 웹페이지 구축

  - 웹페이지 전용 서버의 설치 장소 문의 : 부서 내부에 ICT 담당자가 있지만, 9월 선거를 

위해 출장 중

  - 다음 주에 돌아오면 설치 장소 및 서버 운영 등에 관한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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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이건산업, SINU 일    시 2014.03.19. 
09:00, 14:00

참 석 자

한 국 측 이건산업

정진현 PM 문보영 법인장

권오복 PL 솔 로 몬 측

최선덕 PL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오재만 PL
Mr. Aaron Usa

(Dean of School of Natural Resources & Applied 
Science)

Mr. Peter Mahoa
(Acting Head of Forestry Department)

주요내용 현지 조림 현황 및 임업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Meeting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오전에 KOICA 고희숙 소장과 함께 이건산업을 방문하여 문보영 법인장과의 Meeting

 · 오후에 Richard 부국장과 함께 천연자원 및 응용과학부 학장 Aaron 등 솔로몬 국립대학(SINU) 인사들과 Meeting  

2. 업무 추진 내역

 · 문보영 본부장과 솔로몬 군도 조림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인 Customary Land와 조림사업의 주민참여의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논의

 · New Georgia 섬의 이건산업 조림지 Arara Camp 방문에 대한 협조 요청

 · SINU측과 솔로몬 군도 산림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SINU 임업 교육 프로그램 소개

 · Working Group 및 Workshop 등 차후의 공동연구에 SINU의 참여 요청

  ※ 이건산업

  1) 1983년에 설립된 이건산업은 1996년 솔로몬군도에서 유상 불하로 25,000ha 조림지 불하를 계기로 천연림 벌채

  2) 2009년부터 조림목 생산을 시작하여 2013년의 경우 200만㎥을 벌목하여 주로 중국으로 수출

  3) 벌목 규제 등 산림규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

  4) 특히 솔로몬군도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족소유 산림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아 재조림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5) 부족소유 산림의 경우, 재조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재조림을 실시하지 않고, 재조림 후 생산-판매가 어려워

     부족단위의 재조림은 의미가 적음

※ SINU 의견

1) 솔로몬 군도 임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벌채로 인한 토양침식, 생물 다양성 상실 및 환경파괴임

2) SINU의 임업교육은 지금까지는 Certificate 과정에 머물러 있었으나 조만간 Diploma와 Degree of Master 

   과정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며 따라서 훈련받은 교수진과 임업교육 노하우가 필요함 

3) 산림자원조사 교육에 있어서도 SINU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조사 방법만을 가르쳐오고 있으며 조사장비도 구식에

   머물러 있기에 GIS 및 GPS 전문가가 필요함

4) 산림연구부 입장에서도 인력수급의 90%를 SINU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SINU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함.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Arara Camp 방문 4인(정진현, 최선덕, 오재만, 이원필) 3월 23일~24일

 · 솔로몬군도 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소유 산림지에 조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벌목업체

들이 수확해서 판매가 가능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부족간 연합에 의한 조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SINU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관심이 크므로 향후 Workshop 및 Working Group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 MFR 측과 워크숍 추진계획, 과달카날 지방정부 및 부족 마을 방문시 협의 사항 논의 

 · 각 분야별 공동연구자와 Meeting

 · 기자재 조달 담당자(Logistics Officer)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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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산림정보통계

단    계 1차 파견

장    소 이건산업 솔로몬 사무실 일    시 2014. 3.19 09: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문보영(이건산업 솔로몬법인장)

오재만 PL 고희숙(코이카 솔로몬소장)

김태균 부장

최선덕 PL 외 3인

주요내용
- 이건산업 조림지 현황 파악

- 솔로몬의 통계 현황

○ 이건산업 솔로몬법인 방문
  - 이건산업 조림지 : 25,000ha 임차(75년간, 1996년~2070년, 재연장 가능, 참조 1)
  - 실제 조림은 13,000ha 가능(습지, 부족소유지 등 제외)
  - 조림간격은 10×3 → 5×3 → 4×2.5로 변천하였음
  - 간벌은 1년에 두 번 실행
  - 주로 13내지 14년생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15년생으로 생산 예정
  - 2009년부터 유갈리투스(유칼리 데그롭타) 조림목 생산
    → 초기에는 베트남 수출, 현재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
    ※솔로몬 정부 장려수종은 티크(20~25년후 벌채 가능)
  - 주변에 해안접경지에 자체 선적항 보유
 ※ 솔로몬에는 조림회사는 2개가 존재 : 이건산업, KFPL(대만계회사 60%, 솔로몬 정부 40%, 

뉴 조지아 콜롬방가라섬 조림지)
  - 2013년 솔로몬 연간 원목생산량 180만㎥(조림목 비율 10만㎥)
    →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수종 : 파운, 일레니아(?) 등)

○ 솔로몬의 산림통계는?
  - 주로 벌채허가, 수출량 등 만이 통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산림조사 등을 통해 산림면적, 입

목축적 등은 관리되고 있지 않음.
  - 땅 소유 문제해결이 우선 : 등기 있는 땅(15%), 등기 없는 땅(85%, 부족 소유지)으로 구

분하고 있음.
    → 현재 땅을 등록하는 작업이 법률(2013년)을 통과하여 진행 중에 있음.
  - 조림지의 벌채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회사자체에서 산림조사를 실시하여 솔로몬 정부에 허

가 신청을 접수함
    → 이건에서는 GPS측량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소유지 관리하고 있지만, 정부에 제출은 

하지 않음

○ 솔로몬 디지털 맵 현황
  - 등고선도, 도로망도는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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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산림정보통계

단    계 1차 파견

장    소 SINU 강의실 일    시 2014. 3.19 14: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Aaron Usa

오재만 PL Mr. Peter Mahoa

김태균 부장 Mr. Richard Raomae

최선덕 외 3인

주요내용 - SINU 방문 및 교과과정 파악

○ 대학에서 산림정보 및 통계에 관한 교육과정은?

  - 산림정보와 관련된 교과목은 아직 없으며, 현재 임학과는 교수 2명이 재직하고 있음.

  - 통계는 기본적인 통계학만을 가르치고 있음.

  - 대학에서는 솔로몬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통계 등을 생

성하는 것은 없음.

  - 솔로몬에서는 목재수출이 중요한 정부 수입원이므로 주로 벌채 허가지역의 벌채량과 수출

량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통계임

     → 벌목 운재 및 로깅에 따른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harvesting이 정책과 방법을 전수

하는 것은 어떨까?

○ 대학에서 산림조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 산림조사를 강의는 하지만, 사용하는 도구는 줄자, 흉고직경자, 경사 및 컴파스(참조 1) 

등.

  - 기본적인 사항(수고, 수관폭, 흉고직경 등) 만을 조사

  

※ SINU(Solomon Islands National Uiversity)

  - School of Natural Resources and Applied Sciences(참조 3)

    → Agriculture Department / Fisheries Department / Forestry Department / 

Environment Department

    → Forestry Department : Certification in Plantation Forestry, Diploma of Applied 

Sciences(Forestry)

  - 최근에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어 대학이지만, 우리나라 농업고등하고 정도의 교육수준이

며, 임학과 재직교수도 현재는 2명임.



  Ⅳ. 부  록

68

사업분야 산림정책

단    계 1차 파견

장    소 MFR 차관보 사무실 일    시 2014.03.20 15: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권오복 PL
Mr. Gordon Konairamo
(Under Technical Secretary)

주요내용 산림정책 공동연구자 면담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산림정책 공동연구자인 Gordon 차관보 면담

 · 수집희망 자료 및 관심 이슈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

2. 금일 추진 내역

․ 기 제공한 수집희망자료 목록을 검토, 획득 가능한 자료 목록 체크

․ 관심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이슈별로 솔로몬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기로 합의

※ 솔로몬측 의견

․ 전체 산림면적의 85%를 차지하는 부족민 소유산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산림정책분야에서 MFR이 긴요하게 원하는 사항은 시대에 뛰떨어진 산림관련 법령의 정비임.

․ 비목재임산물 소득에 관한 것은 Botanical Garden 관계자 (Tel, 24032)와 접촉 바람

․ 제공 희망 자료와 주요이슈에 대한 답변은 3월 25일(화) 오전 미팅에서 전달하겠음.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산림정책분야에서 공동연구자가 시대에 뒤떨어진 자국 산림법령 개정을 가장 원하는 분야로 지적

한 만큼 산림정책분야에서 솔로몬군도 산림관련 법령 정비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

․ 공동연구자의 대부분이 바쁜 일정 속에 있어 사전 면담 약속 및 과업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미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 워크숍 발료 자료 내용 구상

․ 차주 현지방문지 질문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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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산림정보통계

단    계 1차 파견

장    소 산림연구부 일    시 2014. 3.20 14:3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오재만 PL Mr. Terence Titiulu

김태균 부장 Mr. Kedson Ago

Mr. Stanley Lesinenea

Mr. Chris Giro

Mr. Gusgrandy Mua

주요내용 - GIS 업무 및 데이터 현황 파악

○ 산림연구부의 조직 및 업무구성

  - 산림연구부 조직도는 참조 1

  - 산림정보 및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부서는 Reforestation(조림현황), Policy & Planning

(수치지도 자료 작성), Resource Management(자원관리), Licensing & Permit(벌채허가 

현황), Log Export Monitoring(벌채목 수출 현황), Timber milling(목재 재제) 등이다.

○ 산림정보분야(Planning, 참조 2)의 업무 및 데이터 현황

  - 수치지도 관리 : 하나의 레이어로 관리

    → 지형도(전국 보유) : 등고선(표고)

    → Forest type : 벌채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도면을 근거로 허가면적(경계), 수종, 비율 등

의 자료를 관리

    → Logging Road Layer

    → River Layer

    → Village Location Layer

  ※ 좌표체계는 WGS 84 사용 

  ※ 산림계획에는 축척 1:5,000을 사용

○ GIS 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S/W 

  - Map Info(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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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KOICA 사무소 일    시 2014.03.20. 
09:00, 14:00 

참 석 자

한 국 측 KOICA 측

정진현 PM 고희숙 소장

권오복 PL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PMC 내부협의 및 KOICA 중간 보고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오전에 사업진행 중간 점검을 위한 내부회의 진행

 · 과달카날 주도정부 및 부족 조림지 방문을 위한 각 분야별 질문사항과 워크샵 세부일정 Richard 부국

장과 협의

 · KOICA 고희숙 소장에게 중간보고

 · 분야별 공동연구자 Meeting 

2. 업무 추진 내역

 · 다음 주에 일정이 잡힐 과달카날 주도정부 및 부족 조림지 방문을 위한 각 분야별 질문 사

항 및 체크포인트 작성

 · Workshop Title, 발표주제 및 세부일정 논의

 · 기자재 조달에 관한 KOICA 방침 논의

 · 차량조달에 관해서 KOICA 고희숙 소장과 협의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1차 Workshop의 제목은 “산림경영 경험과 교훈에 관한 솔로몬 군도와 대한민국간의 상호 이해” (Mutual 

Understanding of the Forest Management Experiences and Lessons between the 

Solomon Is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로 결정됨

 · 기자재는 공동연구동의 이름 및 사용목적과 연계되어 1차 파견 기간 내로 기자재 목록을 협의를 통해 

도출하여야 함

 · 차량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조달해 줄 것을 KOICA에 요청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1차 파견자 2인(권기철, 김태균) 귀국, Workshop 준비 및 분야별 공동연구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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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3.21 09: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권오복 PL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주요내용 당면 현안 및 차주 일정 협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Workshop, 초청연수 등 당면 현안과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Richard 국장과 협의

2. 업무 추진 내역

 · Workshop, 초청연수, PMC 사무실, 정례미팅, 현장 방문 준비 사항 점검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초청연수, Workshop, 현장 방문 등 당면 현안들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음

 · 다음 주(3.25) 정례미팅에서 향후 계획, 추진현황 확인 필요

 ※ 솔로몬측 의건

 · 초청연수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해 관련 부서 협조 요청했음

 · 화요일 오전 10시 정례모임 예정대로 실시

 · Workshop 플래카드 제작에 동의

 · 사무실 집기를 확보하기 위해 공문 기안 준비 중

 · Working Group도 관련 협조 공문 발송 등 준비 중

 · Richard 국장이 다음 주 화요일(3.25) 조림지 마을 견학을 제안, 우리측 동의함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 Workshop 발표자료 내용 구상

 · 이건산업 조림지 Arara Camp 방문(3.23~24, 정진현, 최선덕, 오재만, 이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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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단    계 1차 파견

장    소 MFR Logistics Office 일    시 2014.03.21 09:3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최선덕 PL Ms. Cathy Pongo
(Logistics Officer)

주요내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협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기자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위해 Richard 국장과 Logisitics Officer Cathy와 Meeting

2. 업무 추진 내역

 · 공동연구동 용도 협의 및 명명 결정 요청

 · 연구동 용도에 맞는 기자재 리스트 협의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공동연구동을 조림·양묘, 산림정보통계, 산림정책 각 분야의 연구실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

· 솔로몬측이 R/D에서 제안한 리스트에 기반을 두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

주 수요일(3.26)까지 솔로몬측에 제출, 솔로몬측이 검토하여 리스트 확정

· GIS 장비에 관해서는 산림정보통계 전문가가 솔로몬측 실무자와 협의하여 기자재 확정 후 리

스트에 반영

 ※ 솔로몬측 의견

1) 기자재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IS 장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절약되는 예

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데에 동의

2) 연구동 명명에 관해서 내부협의 후 통보해 주겠다고 함

3) 산림조사용 보트를 1대에서 3대로 늘려줄 것을 요청 -> 예산 검토 후 리스트에 의견반영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기자재 리스트 및 예산안 검토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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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산림정보통계

단    계 1차 파견

장    소 산림연구부 일    시 2014. 3.21 10:2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오재만 PL Mr. Irokete Wanefaia

김태균 부장 Mr. Stanley Lesinenea

Mr. Chris Giro

Mr. Gusgready mua

주요내용
- GIS 업무 및 데이터 파악

- Arc GIS 프로그램 소개 및 시연

○ 산림계획팀 디지털지도 자료 확보 및 파악

  - 부서팀장인 Irokete Wanefaia로부터 작업데이터 샘플 확보

  - Map Info를 이용한 Layer 및 속성정보 관리 현황 파악(참조 1)

  - GIS  S/W 지원을 위한 업무 협의 : 당초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위성영상 분석과 Arc Info

의 도입보다는 실질 업무에 도움이 되는 S/W의 지원을 요청

    → ArcMap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데스크탑 및 노트북)

○ ArcGIS S/W 소개 및 시연

  - ArcGIS를 이용한 유역, 경사, 사면향 등의 분석방법과 기능을 소개/시연

  - GIS 분석을 위한 DEM 제작 방법 소개 및 시연

  - GIS 분석을 위한 수치지도의 관리 방안과 향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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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산림정책

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3.24 10: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권오복 PL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주요내용 당면 현안 및 차주 일정 협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Richard 국장과 워크숍 준비 사항 및 금주 일정에 대해 협의

2. 업무 추진 내역

 · 수정된 Workshop 계획 확인

 · 정례회의 통지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MFR 측에서도 4월 1~3일로 예정된 워크숍 준비에 적극성을 보여 성공적인 워크숍이 될 것

으로 기대

 · 워크숍 준비 및 이번주 일정을 「MINUTE」 형식으로 전달 (별첨)

 ※ 솔로몬측 의견

 · 화요일(3.25) 오후 Tetere Farm 방문, 직원 중 1인 동행 예정

 · 수요일(3.26) 오전 10시 Vura 부족 마을 방문, 마을 대표 면담 (Mr. Dominic 동행)

 · 목요일(3.27) 오전 과다카날 지방정부 방문

 · 정레모임은 계획대로 화요일 오전 10시 개최

 · MFR 측 발표자에게 발표자료 작성 기 요청

 · 지정토론자로 SINU 관련 교수, 농업청 관계관, 환경청 관계관, 산림연구부 직원 등에게 참

가 요청

 · 기타 워크숍 사회자, 토론사회자 등 섭외

 · Permanent Secretary(PS)에게 축사 부탁 

 · 빔프로젝터 점검

 · 워크숍에 SOLSTAR 신문 초청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 MFR측과 정례 미팅

 · 오후 1시 Tetere Farm 방문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1차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보고서

75

사업분야 PM,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이건산업(EPPL) Arara Camp 일    시 2014.03.23-24

참 석 자

한 국 측 이건산업 측

정진현 PM 문보영 법인장

최선덕 PL 이진봉 캠프장

오재만 PL 최윤석 사원

주요내용 이건산업 Arara Camp 조림지 현장 방문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솔로몬군도 New Georgia 섬에 위치한 이건산업의 조림지 Arara Camp를 1박 2일의 일

정으로 방문하여 현지 기업조림의 현황 파악

2. 업무 추진 내역

 · Eucalyptus deglupta 수형목 답사

 · 조림지 벌목현장 방문

 · 저목장 및 항만 방문

 · 양묘장 방문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Arara Camp의 조림수종의 90%를 차지하는 Eucalyptus deglupta의 수형목 중 하나는 10년

생이며 DBH가 57cm에 달함

· Tectona grandis는 이건산업의 조림사업 초기에는 주요수종으로 고려되었으나 벌기령이 너

무 길어서(20~25년)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조림이 중단된 상태임

· 개벌을 마쳐 갱신되는 조림지에는 비교적 벌기령이 짧은(8~10년) 알비지아를 고려중

· 기존의 종자양묘에서 벗어나 클론양묘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클론양묘 실험에서 마이크로 cutting과 미니 cutting 두가지 방법으로 약 50여개의 종자를 실험

중이며 마이크로 cutting의 경우 매우 높은 활착율을 보여주고 있음

· 클론양묘를 대비한 대목과 채수포를 준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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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PM, 산림정책, 산림정보통계, 조림·양묘

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3.25 10:3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Gordon Konairamo
(Under Technical Secretary)

권오복 PL
Mr. Terence Titiulu

(Deputy Commissioner of Planning Division)

최선덕 PL Ms. Minnie Fahu
(Senior Forester of Reforestation Division)

오재만 PL

주요내용 1차 정례회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지난 2주간의 사업진행 상황을 나누고 앞으로 2주가 남은 1차 파견의 주요 사항들

(Workshop, 초청연수, 기자재 조달 등)에 대한 논의

2. 업무 추진 내역

 · 지난 2주간의 사업진행 상황 간략 보고

 · Workshop 및 초청연수, 기자재 조달에 대한 1차 파견 중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

 · 금주 및 차주의 PMC 일정에 관한 논의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솔로몬측은 2주 남은 1차 파견의 PMC 측의 주요의제에 동의하며 최대한 협조를 약속

 · 수정된 Workshop안에 솔로몬측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Opening Ceremony의 환영사를 PS에

게 요청하겠다고 응답

 · 차량공급에 대해서는 1대는 일반공무용 차량에 동의하며 다른 1대를 열악한 도로상황에도 대

응할 수 있는 조사용 차량을 요구 -> KOICA와 협의 후 가능한 선택사항 검토

 · 1차 초청연수시 한국정부가 산림협력을 위한 솔로몬 군도와의 양자협약에 관심이 있음을 알려

줌 -> 솔로몬측 반응은 매우 환영하고 있음 

 · Richard 국장이 개인적인 일로 금주 부재중일 확률이 높으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가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 Vura village 방문 09:30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1차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보고서

77

사업분야 산림정책

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3.25 11:3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권오복 PL Mr. Gordon Konairamo

주요내용 임업정책 분야 자료 수집 확인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임업정책 공동연구인 Mr. Gordon과 자료 협조 논의

2. 업무 추진 내역

 · 지난주 부탁한 자료 수집 현황 확인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지난 주 미팅에서 의뢰한 임업정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이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인터넷망

이 복구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약속

 · 본인 컴퓨터에 내장된 관련 자료도 USB로 전달 예정

 ※ 솔로몬측 의견

 · 워크숍에서 양측 임업 정책의 역사적 변천, 현재 시행 정책, 주요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다루어 공동연구 주제 선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 워크숍 발표 자료 준비

 · Vura village field trip (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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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Tetere Service 일    시 2014.03.25 15: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Lawrence Pongo

(Chief Forester Guadalcanal)

권오복 PL Mr. Francis Mandu

최선덕 PL Mr. Paul Bosa

오재만 PL

주요내용 Tetere 지역 교정시설 방문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Honiara 외곽의 Tetere 지역에 위치한 조림 및 농업을 교정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Ministry 

of Police & Justice 산하의 교정시설 방문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Tetere Service에서는 수감된 범죄자들에게 임업 및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수감자

가 출소 후 임업 및 농업 기술보유자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Ministry of Forestry에서는 수감자들을 위한 조림 및 양묘 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약 35ha 면적에서 조림 및 농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는 못함

· 마호가니, 티크, 아카시아 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조림지가 존재, 원래는 더 큰 규모였으나 최근

의 산불 때문에 많은 면적이 소실되었다고 함

· 그밖에 배추, 고구마, 파인애플 등을 재배 및 판매하여 교정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수감

자들이 재배한 작물을 소비하기도 한다고 함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Vura village 방문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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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Vura Village 일    시 2014.03.26 10:3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Lawrence Pongo

(Chief Forester Guadalcanal)

권오복 PL
Mr. Dominic Bau

(Forestry Extension Officer)

최선덕 PL Mr. Francis Mandu

오재만 PL Mr. Paul Bosa

주요내용 부족민 인터뷰 및 부족소유 조림지 방문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Honiara 근교의 부족마을을 산림연구부 직원인 Lawrence 등과 지역 Extension Officer

인 Dominic과 함께 방문하여 부족민 현황 및 조림 상황 등을 파악 

2. 업무 추진 내역

 · 마을 주민 및 Extension Officer 대상으로 부족 일반 및 조림 현황에 대한 인터뷰

 · 마을 내 소규모 조림지, 주변 grass land 및 logged-over area 방문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Vura 마을은 약 100여 가구 6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녀비율은 약 6:4로써 주

민 대부분이 코프라, 코코넛, 코코아 재배와 같은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고 있음

 · 모든 토지는 등록되지 않은 부족소유의 customary land이며 천연림 벌채의 경우 과거에는 부족

소유 토지를 외부임업기업에 임대를 주어 사용료를 받았으나 올해를 끝으로 자원이 고갈될 것으

로 보고 있으며 체계적인 재조림 프로그램 역시 실행되고 있지 않음

 · 주민들이 티크, 마호가니, 유칼립투스 등 재조림에 관심은 있으나 왜래수종에 대한 지식 및 조림

기술, 자금 부족으로 조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티크 조림을 장려하여 소규모 조림을 해 왔으나 간벌 후에도 간

벌한 목재를 팔 곳이 없어서 조림에 투자를 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지역민들에게 조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Extension Officer는 인력이 부족하여 혼자서 너무 넓은 지

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 이외에 교통비와 같은 지원이 없어서 조림교육에 어려움이 많음

 ·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재조림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가 있음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 과달카날 주도정부 방문 

 · Workshop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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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3.27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권오복 PL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1차 Workshop 준비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1차 Workshop 준비

 · 기자재 리스트 검토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과달카날 주도정부 측의 사정으로 금일 Meeting 취소

 · 1차 Workshop 발표자료 준비 및 현수막 제작 의뢰

 · 수정된 기자재 리스트를 내부 검토 후 Richard 국장과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부재한 관계로 다

음 일정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음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Tulagi 섬에 위치한 양묘장 방문 7:30

 · 산림연구부 Reforestation & Forest Development Division 직원들과 만찬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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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Tulagi 섬 임업지도소 및 양묘장 일    시 2014.03.28 09: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Kingsley Tea
(Forestry OIC (Officer In Charge) Central Province)

권오복 PL Mr. Percival Vagaa
(Nursery Officer Central Province)

최선덕 PL Mr. Charles Viti
(Forestry Extension Officer)

오재만 PL Mr. Peter Teva
(Forestry Extension Officer)

주요내용 Tulagi 섬 임업지소도 및 양묘장 방문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Tulagi 섬 임업지도소를 방문하여 지역 책임자 Kingsley로부터 지역 조림 및 양묘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 Extension Officer Charles의 담당구역인 Haleta 마을의 양묘장 방문

 · 저녁에 산림부 Reforestation & Forest Development Division Staff들과 만찬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Tulagi 섬 일대는 Central Province에 속하며 Kingsley가 산림부 지역 담당자로 있으며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Extension Officer가 파견되어 있음

 · 양묘장 역시 각 구역에 있으나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양묘규모가 작아 지역 주민의 묘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주민에게 양묘는 선착순으로 보급

 · 양묘장에서 공급하는 묘목의 주요 수종은 티크와 마호가니임

 · 천연림의 경우 축적량이 고갈중이어서 더 이상 logging permit을 내주고 있지 않음

 · 조림·양묘 관련 교육도 실시되고 있는데 주요 분야는 조림 및 육림 기본교육과 토지활용계획이지만 

   교육 내용 및 기술이 부족함

 · 지역 담당 Officer들의 교육수준도 높지 않음, 지역 책임자인 Kingsley의 경우에도 13년 전에 SICHE(현 SINU)에서

   tropical forestry에 관한 certificate을 받았을 뿐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

 · 조림지 1ha당 약 1,600 SBD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의회 의원(parliament member)이 착복하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이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음

 · 지역단위에 임업기술지도소 이외 행정기관은 없음

 · 관내 산지는 대부분 부족소유이지만 일부 조림지는 개인소유임. 개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섬에 왕래하여

   산림 관리, 소유규모는 1~5ha 수준 

 · Agroforestry에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기술 및 지식도 부족하고 정부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 Haleta 마을 양묘장은 소규모의 임간양묘장으로써 6년 전에 정부지원으로 부족민에게 제공되었음

 · 양묘장은 부족 소유 산지인데 연간 1000달러에 임대하여 사용 

 · 조림지 주변에 양묘장을 운영함으로써 조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아주 높은 활착률을 보인다고 함

 · 현지 주민 면담 결과 경영면적은 1ha 남짓으로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아 티크 조림을 통해 현재 수입을 얻고 있지 못하며 

   다른 수입원은 어업이 유일한 상황임

 · 부족 주민의 지속적인 조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주민교육 및 목재판매 지원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양묘장 방문 후 파견 전문가 미팅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Tulagi 섬을 모델로 선정, 조림·양묘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 일치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Workshop 준비

 · 현지 사무소 직원 채용 면접 실시(오전 10, MFR MR. Richard 동참)

 · 기자재 목록 최종 확인(차량 및 선박 종류 확정)

 · 워크숍 준비 상황 최종 점검을 위한 2차 정례 회의(오후 2시)

 · 분야별 공동연구자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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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3.31 09:3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권오복 PL

최선덕 PL 현지인 채용 지원자

오재만 PL Mr. Cherry Junior Galokepoto

주요내용 기자재 협의 및 2차 정례회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Richard 국장과 함께 기자재 리스트 최종안 협의

 · 2차 정례회의는 Workshop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다른 공동연구진을 제외하고 

Workshop 실무를 맡은 Richard 국장과 함께 2차 정례회의 진행

 · 현지인 채용을 위한 job interview 실시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솔로몬측이 Forest Survey용 보트를 일반 모터보트가 아닌 안전장비를 갖춘 speed boat로 제

공하기를 희망 -> 예산범위 내에서 speed boat 3대, 일반 모터보트 1대로 조정

 · 조림·양묘 분야의 시범 프로그램 운영지역을 호니아라 인근 및 툴라기 섬 주변으로 할 것을 논의 그리고 시범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리스트 요청 -> Richard 국장이 추가 기자재 리스트를 오후에 알려줌

 · grass land에 관한 연구자료 요청 -> Richard 국장이 호주 연구 자료가 있으며 제공하겠다고 약속

 · 보다 원활한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보다 긴밀한 협조 요청 

  -> 2차 파견의 분야별 공동연구 주제 확립을 위한 보다 긴밀한 협조 약속

 · 1차 초청연수 참여자 명단 요구 -> PS가 명단을 확정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함

 · 기자재 및 차량 리스트 확정 후 양측이 합의하였다는 minute를 작성하기로 합의

 · Workshop 회의실 준비에 대한 협의 -> 회의실 청소, 현수막, 다과 준비 등

 · 솔로몬측이 Workshop 세부일정표 요쳥 -> 권오복 PL이 세부일정표 제공

 · Workshop 초청만찬은 4월1일(월) 1회만 하고 3일(목)에는 farewell dinner를 가지기로 합의

 · 1차 파견 정리 및 2차 파견 준비를 위한 최종회의 4월3일(목) 10:00에 하기로 합의

 · 현지인 채용 job interview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만을 참석토록 하여 Cherry Junior 한 사람만이 참여

 · 같이 참여한 Richard 국장을 포함하여 PMC의 대부분이 Cherry가 PMC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초과하는 

경력 및 능력을 갖추었다는 데에 동의 

 · Cherry가 요구하는 급여수준이 예산범위에서 실행가능한지 검토 후 익일 Cherry와 한 번 더 만나 계약 세

부내용을 논의하기로 함

 ·  Cherry가 PMC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다른 대안을 추천해달라고 Richard 국장에게 요청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Cherry와의 계약 세부내용 협의 10:00

 · 1차 Workshop 개최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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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MFR Leaf Heart 일    시 2014.04.01 14: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고희숙 소장
Mr. Gordon Konairamo
(Under Technical Secretary)

정진현 PM 외 산림연구부 직원 및 외부초청인사

권오복 PL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1차 Workshop 1일차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Workshop 1일차 산림정책분야 

 · 발표자: Gordon 차관보, 권오복 PL, 지정토론자: Terence 국장, 최선덕 PL

 · Richard 국장과 기자재 리스트 최종안 협의

 · 현지인 채용 최종 job interview: Mr. Cherry Junior Galokepoto

 · 저녁에 Workshop 초청 만찬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KOICA 고희숙 소장, 산림연구부 Gordon 차관보, 정진현 PM의 축사

 · Gordon 차관보 발표: 솔로몬군도의 간략한 임업 역사, 산림연구부 소개, 산림정책 기본 골자 

및 정책 비전

 · 권오복 PL 발표: 한국 산림현황 소개, 한국 산림정책의 역사 및 정책 비전

 

 · 지정토론

   최선덕 PL - 솔로몬군도 임업 최대의 당면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Gordon 차관보 - 행정부의 정책제안을 입법부 및 정치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정책 연속성이 없음. 이에 따라 현행 산림관련 법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천연림에서 재조림 없이 과다벌목을 진행하여 수확 가능한 목재가 거의 고갈상태이고 이로 인

해 벌목 회사 경영상 어려움, 지역주민 소득 저하, 종다양성 훼손 등이 우려됨.

   Terence 국장 - 한국 산림 소유구조에 관련된 산림 분류체계가 궁금하다

   권오복 PL - 한국은 국토의 약 64%가 산지임. 이중 국유림이 30%, 사유림이 70% 정도임.   

   부족소유 산지 대부분이 미등기된 솔로몬군도와 달리 한국에서 사유림의 대부분이 등기된 상태임 

 · Richard 국장은 기자재 리스트 최종안에 동의하며 익일 공식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함

 · Cherry Junior 씨의 급료 요구사항이 예산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므로 채용을 포기하고 Richard 

국장에게 다른 채용 대상자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Workshop 2일차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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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MFR Leaf Heart 일    시 2014.04.02 14: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권오복 PL 외 산림연구부 직원 및 외부초청인사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1차 Workshop 2일차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Workshop 2일차 조림·양묘 분야
 · 발표자: Richard 국장, 최선덕 PL, 지정토론자: Gordon 차관보, 정진현 PM
 · Richard 국장과 기자재 리스트 공식합의문(MINUTE) 교환
 · 저녁에 이건산업 문보영 법인장과 Workshop 간담회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Richard 부국장 발표: 솔로몬군도 각 지역별 조림 현황 소개, 조림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차후 방향성 소개 
 · 최선덕 PL 발표: 한국 재조림 경험 소개, 식목일, 임업훈련센터 등 선진화된 한국의 조림·양묘 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솔로몬 군도에 대한 제언
  · 지정토론: 
  정진현 PM – 산림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Richard 국장 – 재해복구에 대한 국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정부의 우선순위는 replanting 임
  정 – 조림·양묘 분야 공동연구에 있어서 시범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R – 3년전부터 서부 과달카날에 보다 선진화된 시범 양묘장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음, 이를 본 프로젝트와 연계해

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음
  정 – grass land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R –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떤 수종이 grass land에 적합한지 실험하기 위한 시범지를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나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음
  Gordon 차관보 – grass land의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이 customary land에 속해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움
  정 – 본 프로젝트를 위한 제언, 부족민의 산림관리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부족 지도자 등을 실무자 초청연수에 참여시키

는 것이 좋겠음, 조림·양묘 분야의 기반확립을 위해서는 종자를 수집, 관리 및 저장하는 통합적인 종자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묘·조림·벌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공동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G – 최선덕 PL의 발표에 매우 감사하며, 지금까지 솔로몬 사람들은 물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어왔는데 숲이 생명의 원
천이란 것을 홍보해서 숲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깊은 공감, 특히 한국에 식목일 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
며 솔로몬 군도도 국제 산림의 날을 더욱 홍보하여 한 가족당 5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장려할 계획을 세울 것임

  Wallen 과장 – 발표내용 중 특히 정신적인 변화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깊은 공감, 솔로몬 군도의 임업문제
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 의식의 문제임, 예를 들어 grass land의 문제도 토지소유 주민의 의식이 환경과 경
제적 효과를 위해서 조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임, 이를 
위해서 한국의 경험을 본받아 강력한 리더십과 의식변화 운동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선덕 PL – 한국의 경우는 황폐화된 산림이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으나 솔로몬 군도의 경우 이미 국토 전
체가 푸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제의식이 약할 수 있음

  W – 그것이 바로 솔로몬 사람들의 산림에 대한 의식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임, 그래서 더 한국의 경우에서 배울 
필요가 있음

  권오복 PL – 약 1개월간 솔로몬 군도에 머물면서 관찰한 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과연 부족 주민들이 조림사업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효과적인 정책 및 의제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책 집행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정책집행이나 법안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G – 의식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부족 주민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임, 예를 들어 무
선 인터넷망이 솔로몬 군도에 도입된 것이 2013년일 정도로 아직 솔로몬 군도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임, 그러나 솔로
몬 군도의 잠재력은 높으며 앞으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음, 그래서 더욱 한국의 사례가 자신들에게 중
요한 도전이 될 것임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1차 파견 최종회의 10:00
 · Workshop 3일차 14:00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1차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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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4.03 11:3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권오복 PL
Mr. Terence Titiulu

(Deputy Commissioner of Planning Division)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3차 정례회의 및 1차 파견 최종 정리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Richard와 Terence 국장과 함께 1차 파견 최종 정리 및 2차 파견 계획을 위한 Meeting

을 가짐

2. 업무 추진 내역

 · 1차 파견 결과 정리 – 공동연구진 선정, 공동연구진 Meeting, Workshop 개최, 기자재 리스트 및 공

동연구동 명명 확정, 1차 초청연수 명단 확정, Field Trip 등

 · 2차 파견 계획 – 1차 초청연수 잠정일정 결정, 2차 및 3차 파견일정 소개, 차량 및 보트 발주, PMC 

사무실 준비요청, 현지인 고용 추천 요청, Working Group 조직 요청

 

3.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공동연구동은 “Forest Management Research Center”로 명명하기로 했으며 각 연구실의 

이름과 함께 익일 공동합의문을 교환하기로 함

 · 1차 초청연수 명단은 Barnabas 차관, Gordon 차관보, Reeves Commissioner, Richard 국장 

및 Terence 국장으로 결정되었으며 1차 파견 귀국 후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로 함

 · 차량 및 보트 현지 발주를 위한 견적서 요청

 · PMC 사무실에 관해서는 차기 파견까지 반드시 가구 및 집기를 준비해 주기로 함

 · 현지인 고용을 위해 Richard 국장의 추천인을 익일에 인터뷰 하기로 함

 · Working group에 관해서는 각 분야별 가능한 후보자를 물색하고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차기 파견에는 분야별 group이 조직될 것임

   

4. 익일 업무추진 계획

 · 현지인 채용 지원자 면접 및 PMC 사무실 정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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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MFR Leaf Heart 일    시 2014.04.03 14: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Terence Titiulu
(Deputy Commissioner of Planning Division)

권오복 PL 외 산림연구부 직원 및 외부초청인사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1차 Workshop 3일차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Workshop 2일차 산림정보통계 분야
 · 발표자: Terence 국장, 오재만 PL, 지정토론자: Irokete Wanefaia, 권오복 PL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Terence 부국장 발표: 산림연구부 산림정보 현황 소개, 산림정보 분야 역량 및 인력 및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오재만 PL 발표: 한국 산림정보 관리 체계 소개, NFI(National Forest Inventory) 소개 및 산림자원조사 

방법 소개
 
 · 지정토론: 
  권오복 PL – 통계는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나 현재 산림연구부의 산림정보통계는 logging과 

export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보다 다양한 기초정보를 수집, 관리 및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는 국민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 및 설득하는 근거가 될 것임, 또한 비-목재 임산물에 대한 통계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함 

  Terence 국장 – 아주 중요한 지적임 현재 산림연구부에는 각 부서별로 각자 다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데 통합되어 있지 않아 정보 및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많음

  권 – 통계청과 같은 국가 통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없는가?
  T – Statistics Office가 있음
  권 – 그럼 그러한 정부부서를 중심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통계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야 함
  T – 역시 정부 각 부서별로도 개별적으로 통계 및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 간 통계 

및 정보 교환에 어려움이 많음
  Paul Hatamane –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통계 및 정보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비전이 없는 것임
  정진현 PM – 그렇다면 솔로몬 군도는 생물 종 다양성의 보고로도 유명한데 본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과제로 한 지역을 

선정하여 함께 그 지역의 산림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고 통계를 만들어내어 이용하는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
해 나간다면 많은 것을 배울수 있지 않겠는가

  오재만 PL – 기자재 공급을 통해 보급될 ArcGIS가 기존의 MapInfo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역시 공동연구의 대상으로 가능함

  Irokete 과장 – 솔로몬의 임업에 있어서 정보 및 통계는 무엇보다도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T –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국자 주요수입원이 임업이기 때문에 logging과 export에 관련한 정보 및 통계를 중요시하는 것임, 

이 때문에 외부의 NGO에서는 산림연구부가 logging만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인식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차차 
바꾸어 나가야 함

  권 – 그렇다면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T – Statistics Office가 존재하나 Land, Agriculture, Environment 각 부서가 각자의 서로 다른 GIS S/W를 사용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합관리는 어려운 상황임
  권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동연구 과제를 부처 간 정보 통합관리 방안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음
  Gusgrandy Mua – 정부 부처간 정보 통합관리도 좋은 생각이나 무엇보다도 첫 단계로 산림연구부 내에서의 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음, 기술적인 발전은 빠르나 정보 및 통계를 담당하는 산림연부구 직원의 수준은 정체되어 있음
  오 – 진보한 산림정보관리 시스템의 도입보다는 현재 산림연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Excel을 이용한 정보·통계 관리 방식을 보

다 발전시켜 기초 산림정보들을 관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현 산림연구부의 실정에 더 맞음
  Irokete 과장 – logging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reforestation은 느림, 같은 산림연구부 소속이라도 

reforestation 어디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Lawrence 과장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산림연구부 내에서도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는 것임, 본 프로젝트로 인

해서 산림연부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함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현지인 채용 지원자 면접 및 PMC 사무실 정리 10:00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1차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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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4.04 11:30

참 석 자

한 국 측 현지인 채용 대상자

정진현 PM Mr. Gustav Theodore Kuper

권오복 PL

최선덕 PL

오재만 PL

주요내용 현지인 채용 job interview 및 1차 파견 최종정리를 위한 PMC 내부협의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Richard 국장과 공동연구동 명명에 관한 최종 Meeting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취소
 · 차량 운전기사인 Gustav에게 일자리 제안 및 인터뷰
 · 1차 파견 최종정리를 위한 내부협의
 
2.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과 결과
 · Gustav는 PMC에서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며 현 직장의 supervisor와 협의가 되면 수락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반응, 1차 파견 귀국 후에도 e-mail을 통해 계속 연락하기로 합의

 · 1차 파견 최종정리 산림정책 분야
  1차 파견을 종합해보았을 때 산림정책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정책 및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구식인 상태로 남아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이해부족으로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임,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6년의 Forest Bill의 개정 및 보완이 시급하며 임업 발전, 지역 소득증진, 
산촌 개발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도입, 행정조직 체계 강화 및 개편 방안, 단기소득 임산물 도입방안 
그리고 예산 편성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공동연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1차 파견 최종정리 조림·양묘 분야
  1차 파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솔로몬군도의 조림·양묘 분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

으나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현황 등 현장의 구체적인 현황파악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효율적인 재조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으로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재조림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임, 현장의 현황과 수
요를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하여 조림지 현실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임

 · 1차 파견 최종정리 산림정보통계
  1차 파견을 통해 산림연구부 내의 IT 인프라 및 산림정보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고성능의 산림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존의 Excel을 활용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발전시켜 기초적인 산림정
보를 수집, 관리 및 운용해 임업통계연보를 발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음, 
웹 페이지 구축에 관해서는 솔로몬측의 요구대로 산림연구부의 웹페이지를 만들고 임업통계연보를 웹 페
이지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으며 차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 것임

 · 1차 파견 최종정리 PM
  1차 파견을 통해 전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중요한 공동연구 주제 

선정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차기 파견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 사업수행 일정 수립이 중
요함, 또한 6월에 고위급 초청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고위급의 공백에 각 분야의 실무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각 분야별 공동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실무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실무진 초청연수의 대상자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
임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Richard 국장과 공동연구동 명명에 대한 공동합의문 작성 및 PMC 사무실 정리
 · KOICA 고희숙 소장과 1차 파견 최종 Meeting
  



  Ⅳ.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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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차 파견

장    소 PMC 사무실 일    시 2014.04.07 10:00

참 석 자

한 국 측 솔 로 몬 측

정진현 PM
Mr. Richard Raomae

(Deputy Commissioner of Reforestation Division)

권오복 PL

주요내용 공동연구동 명명에 대한 합의문 작성 및 PMC 사무실 정리

1. 금일 업무 추진 사항

 · Richard 국장을 만나 공동연구동 명명에 대한 합의문 작성

 · PMC 사무실 정리

 ·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편 순연으로 금일 호니아라 체류

 · KOICA 고희숙 소장과 송별회

2. 업무추진에 관한 의견과 결과

 · 공동연구동의 이름을 “Forest Management Research Center"로, 각 연구실을 ”Lab of Forest 

Policy", "Lab of Forest Inventory & GIS", "Lab of Reforestation & Biodiversity"로 명명하

고 남은 하나의 사무실을 회의실로 사용하기로 합의

 · 1차 파견 귀국 후에도 이메일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

3. 익일 업무추진 계획

 · 1차 파견 귀국,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