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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공급망 실사의 필요성 





5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

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어필의 꿈은 모든 사람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 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 연대, 국제인권 메커니즘 활용 등

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

해를 감시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 (안국동, 걸스카웃빌딩)

전화: 82-2-3478-0529

팩스: 82-2-3478-0527

이메일: info@apil.or.kr

홈페이지: www.apil.or.kr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은 보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16년 한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과 관

련한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지구평균기온상승을 

1.5°C내로 제한하여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탈석

탄 및 화석연료 금융,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전력시장 관련 정책, 온실가스 감축 정

책 등 부문에서 국내외 비영리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나길 5 헤이그라운드

전화: 82-2-6013-0137

팩스: 82-2-6468-2027

이메일: solutions@forourclimate.org

홈페이지: http://www.forourclimate.org/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창립한 시민환경단체로서 생명·평화·생태·참여를 핵심가치로 두고 활동하

고있습니다. 54개 지역조직과 5개 전문기관 그리고 6개 협력기관이 활동하는 전국 환경운동의 네트

워크이자,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회원단체로서 전 세계 200만 명의 세계시민과 

함께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 화학제품 감시와 플라스틱 

추방,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보전,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

하고 평화로운 삶터를 만듭니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종로구 누하동 251)

전화:82-2-735-7000

팩스:82-2-735-7020

이메일:web@kfem.or.kr

홈페이지: http://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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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산림벌채

산림벌채로 인해 매년 약 6백만 ha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다. 

이 중 95%의 산림벌채가 열대 지방에서 발생한다. 59%는 라

틴 아메리카에서, 28%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다. 라틴 아메

리카에서 산림벌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산림벌채 고위험 상

품(forest-risk commodities)은 소고기이고, 동남아시아에서

는 팜유, 종이, 펄프 등이다. 세계적으로 이 상품들에 대한 수요

가 높아지면서 이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산림벌채

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품들을 생산하는 농

업이 열대림 벌채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구매하는 제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알고, 이 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에 대응하는 것이 산림벌채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산림벌채의 71%는 내수용이고, 나머

지 29%는 통상용이다. 고소득 국가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가장 큰 수입국으로, 통상용 상품생산을 위한 산림벌채의 40%

를 차지한다.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전 세계 산림벌채의12%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부유한 나라는 자국민의 소

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특히 가난한 나라의 산림벌

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목재칩, 목재펠릿

국내에 목재칩(펄프용)과 목재펠릿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는 베트남이고, 목재펠릿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많

이 수입된다. 펄프용 목재칩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베트남에 

의존하는데, 5-6개의 대형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형태로 파

악되었다.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중간 목재상으로부터 원재료

를 공급받아 1차나 2차 가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

나, 이들 중 일부는 직접 플랜테이션(Plantation; 생산림)을 소

유하고 있기도 하다. 

목재펠릿의 경우도 베트남산 펠릿이 2021년 약 200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반대로 한국이 베트남 

총 생산량 350만톤의 약 60%를 차지하는 1위 수출 시장이다. 

목재펠릿 공급망에는 훨씬 많은 수의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사

업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다루는 원재료도 원목부터 벌채 및 

임업 부산물까지 다양하다.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산업의 경우 

국내 총 수출량은 연간 약 30만톤 수준으로 적지만 인도네시아 

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목재펠릿 

교역은 상위 3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 물동량이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으며, 현지 업체들의 대부분은 플랜테이션을 보유

하는 1차 혹은 2차 생산자였다. 

요  약

자료 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목재 제품 생산 업체

들의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일반화된 리스크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베트남 목재칩∙목재펠릿 원재료 수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소

규모 플랜테이션을 소유하는 개인 산주들의 대부분이 합법벌

채 요구 서류 조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중간 

목재상이 대행하면서 합법성 증빙 및 벌채량 신고 부분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 작업장의 취약한 노동, 안전 조건과, 목

재칩∙목재펠릿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한 잦은 화재 역시 심

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

하는 작업환경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결성을 방해

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목재 제품 업체들

이 대규모의 토지를 무리하게 매입하다 지역 주민, 농민들과 

토지 분쟁 문제를 겪고, 이로 인해 지역자치단체의 제재를 받

은 사례가 관찰되기도 했다.

목재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

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환경 문제는 

사업장 인근 지역의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공해, 수질

오염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

나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는 경우도 자주 발각되었다. 인도네

시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 많았다. 

국내외 실정법의 한계로 산림상품의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

고 불법적인 목재펠릿, 목재칩이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원

재료 수급 단계부터 합법성을 따지려면 공급망에 관여한 이

해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기업

의 영업기밀로 간주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제3자 지속가능인

증 획득을 통해 합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예: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국제산림인

증연합프로그램)), 이 마저도 허위로 인증량을 과장하여 신

고, 수출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목재펠릿의 경우 

FSC 인증을 획득한 플랜테이션에서 생산 가능한 최대치와 실

제 100% FSC 인증을 달고 수출되는 펠릿양을 비교했을 때 

약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간극이 심각했다.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팜유와 팜 부산물

팜유와 팜 부산물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바이오연료, 가축

사료 생산 등 다양한 산업의 주요 원료로 쓰이고 있으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팜유의 수입

량은 약 10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량

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2년간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주요 수

입업자를 확인한 결과, 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GS홀딩스, 애

경케미칼 등이 전체 수입량의 81%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들은 모두 직접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거나 바이오연료를 생산하

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팜유 수입량의 증가는 바이오연료 

생산량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팜유와 팜 부산물은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

이 되기 때문에 공급망이 매우 복잡하여 환경∙인권 리스크가 주

로 존재하는 원산지 농장까지의 역추적이 매우 어렵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러 농장에서 공급받은 FFB(Fresh Fruit 

Bunches; 열매다발)가 착유공장에서 혼합이 될 수 있어 정확

한 원산지를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특히 동

남아시아 지역에 팜유 생산을 위한 플랜테이션이 확장되면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과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생물다양성 훼손과 같은 환경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

생하고 있다. 더불어 플랜테이션 부지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

착민과 지역 공동체와의 토지 분쟁이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

게 된 이들은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또한 

만연하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환경∙인권 리스크는 불투명한 공급망에

서 은폐되고, 기업 면책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

은 불투명한 공급망을 통해 팜유와 팜 부산물을 공급받으며 지

속 불가능한 팜유가 거래되는 누출 시장(leakage market)을 형

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의 주요 팜유 구매자

의 공급망에서도 산림벌채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 토지 강탈

과 토착민 권리 침해, 노동자 권리 침해 등의 전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실사(due diligence) 제도

목재칩, 목재펠릿, 팜유와 같은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

에 만연한 환경∙인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제도

를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불법 벌채 목재의 수입금

지 조치와 자발적인 선언, 인증 제도를 통해 공급망에서의 산림

벌채 문제에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원산국 합법 인증에 대한 낮

은 신뢰도, 산업계 주도의 선언과 인증제의 한계로 인하여 문제

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법안들이 마련되

고 있다. 

영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미국 등에서 새

롭게 마련되고 있는 법안은 목재 외의 농산물까지 산림벌채 고

위험 상품으로 규제하도록 그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고, 단순 문

서 제출이나 인증제도로 실사(due diligence)를 대체하지 않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를 취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EU법안의 경우 원산국에서의 적법

성(legality) 여부 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국에서 ‘합

법적’인 행위라도 산림벌채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사

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법안의 경우 불법 산림벌채 문제에 더

하여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

(Free, 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FPIC”) 등까지 폭넓게 

인권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급망 실

사 의무 외에도 기업의 활동 전반에 있어서 공급망 의무 실사를 

요구하는 법이 제정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에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 대해 환경∙인권 실사를 이행할 것

을 요구하는 법안이 채택되었으며, EU의 경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의 환경 ∙ 인권에 대한 

잠재적, 실제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

다.

반면 한국에는 기업이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에서의 리

스크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 

2018년 합법목재 교역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규제 대상이 목재

로 한정되어 있으며, 원산국의 적법성 판단에 오롯이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오히려 정부는 기

업이 해외에서 농업, 산림 자원을 개발할 때 산림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여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내 리스크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공급망 실사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역외에서 발생한 환경∙인

권 침해의 피해자들이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책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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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수입에 기여하지 않고, 
범지구적 산림보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제언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 환경∙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산림벌

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하여, 환

경∙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만 교역을 허용하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 외에도, 기

업이 사업을 하는 모든 과정 속 공급망의 환경∙인권 침해 리스

크에 대한 실사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환경 인권 실사 의

무화 법안의 도입도 추진해야한다. 

• 피해자 구제 접근성 강화: 단순히 실사를 이행한 것으로 기

업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

생한 환경∙인권 침해에 대해 주도 기업(lead company)이 책

임을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역외 피해자

들이 한국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국

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관할권을 인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 

OECD 국내 연락사무소)가 비사법적 구제 절차로서 작동하도

록 반복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한다. 

•국제 협약의 이행: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

의 산림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과 국내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alignment)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2022년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 다양성 협약) 에서 채택될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

양성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범정부적 협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해외배출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원 중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

재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바이오매스, 팜유 기반 연료)

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

• 산림상품 교역 관련 제도정비: 합법목재 교역제도의 한계

점을 인지하고, 산림상품의 합법성, 추적가능성, 지속가능성

을 가늠하는데 있어 효력이 없는 현재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통관 절차와 감시를 강력히 강

화해야 한다. FSC, PEFC와 같은 자발적 인증이 문제를 해결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

는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선례를 인지하고 인증 제도의 한

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재료로 

크게 의존하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보

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크게 의

존하는 대형 바이오매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에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들 연료의 퇴

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특히, 식량 기반 연료

인 팜유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경우 명확한 퇴출 시기

를 정하고, 퇴출 전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연료에 대

한 강력한 지속가능성 인정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원재료 사

용이 많은 대형 바이오매스,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조기 퇴출 

방안을 모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야한다. 

•금융, 재정 지원 관련 제도 정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

발협력법」에 의거하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때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환경∙인권 

리스크에 대한 실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

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이하 “K-택소노미”)에 산

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재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녹색채권 발행이 용이하도록 ‘감축’ 부문에 포함시킨 결정을 

철회하고, 모든 대형 바이오에너지를 K-택소노미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또한 이들 항목에 대해 현안에서는 부재한 구

체적 배제기준과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

는 경우에도 산림벌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야 한다.

      

1. 산림손실의 요인과 수출되는 산림벌채

매년 150억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간다.1 위성 영상을 이용

해 전 세계 산림벌채 현황을 조사하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

(Global Forest Watch, GFW)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에서 

손실된 나무는 2,400만 ha에 이른다.2 이는 영국의 국토 면적

에 달하는 수치이다. 산림손실(forest loss)은 탄소배출, 종 멸

종,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생태에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산림손실은 ‘산림벌채(deforestation)’과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라는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산림벌채는 숲이었

던 지역을 농지, 광산, 주거지와 같이 숲이 아닌 다른 용도의 토

지로 전환하기 위해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

황폐화는 토지의 용도는 여전히 산림이지만, 산림의 품질이 낮

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천연림을 파괴하고 목재 플랜

테이션을 조성하더라도 이 지역의 용도는 여전히 숲이지만, 산

림벌채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과 훼손된 생물다양성 등으로 

숲의 품질이 낮아지게 된다. 

필립 커티스(Philip Curtis) 등(2018)이 사이언스 지에 게

재한 연구에서는 산림손실의 요인을 크게 다섯 개로 분류한

다. 첫째, ‘상품 생산을 위한 산림벌채(commodity-driven 

deforestation)’는 농업(팜유, 목축업 포함), 광업, 에너지 기반

시설 운영 등을 위해 숲을 다른 용도로 장기간 영구적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화(urbanization)’는 숲이 마을, 도시, 

도로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로 장기간 영구적으로 전환되는 것

이다. 셋째, ‘이동경작(shifting agriculture)’은 소규모에서 중

간 규모로 산림 및 관목지대를 전환하여 여러 해 농사를 짓다

가 지력이 쇠약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어 경작하는 방법이다. 

버려진 농지는 후에 산림재생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역 주민들

이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숲을 개간하여 사용하고, 다른 땅으

로 이동하는 지역 자급자족 농업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넷

째, ‘임산물 생산(forestry production)’은 목재, 종이, 펄프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리되고 조성된 플랜테이션을 벌

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불(wildfires)’은 숲을 일시적으

로 파괴한다. 산불로 파괴된 토지가 새로운 용도로 전환되지 않

는다면 숲은 다음해에 다시 자랄 수 있다.  

제 1 장.  수출되는 산림벌채

이 때 상품 생산을 위한 벌목과 도시화는 숲이 완전히 개간되

고, 토지 용도가 달라지며, 그 변화가 영구적이란 점에서 ‘산림

벌채’로 분류된다. 이동경작, 임산물 생산, 산불은 숲을 일시적

으로 파괴하지만 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면 다시 생장할 가능성이 높고, 변화가 일시적이란 점에서 ‘산

림황폐화’로 분류된다. 그러나 열대 지방에서 생산하는 일부 임

산물의 경우 목재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해 원시림(primary 

rainforest)을 벌목한다면 ‘산림벌채’로 분류될 수 있다. 

필립 커티스(Phil ip Curtis)와 동료들은 산림손실의 동인

(drivers)을 위와 같이 다섯 개로 분류한 후, 위성 이미지를 사용

하여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산림이 손실된 지역

과 이유에 대해 조사했다. 결과는 전 세계 산림손실의 27%가 상

품 생산을 위한 산림벌채로 인한 것이었고, 나머지 73%는 산림

황폐화로 인한 세가지 동인, 즉 임업(26%), 이동경작(24%), 산

불(23%)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산림벌채로 인해 매년 약 6백만 ha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다.3   2

년 마다 포르투갈의 면적만 한 숲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95%의 산림벌채가 열대 지방에서 발생한다. 59%는 라틴 아메

리카에서, 28%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다. 앞서 커티스의 연

구 결과에서 보았듯이 상품 생산을 위한 산림벌채가 전 세계 산

림손실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도시화로 인한 산림벌채는 

0.6%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팜유, 대두, 소고기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이 상품들을 생산하

기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산림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구매하는 제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

산되는지를 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산림벌채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선술 했듯, 오늘날 대부분의 산림벌채는 열대 지방에서 발생한

다. 이 중 71%는 국내 시장에서 소비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29%가 통상용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고

소득 국가는 산림벌채의 가장 큰 수입국으로, 통상용 상품생산을 

위한 산림벌채의 40%를 차지한다.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전 세

계 산림벌채의 12%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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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림 파괴를 수반하며 생산된 상품이 생산국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부유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할 지점

이다. 1990-2008년 동안 27개 EU 회원국이 전 세계 산림벌채

의 10%를 수입했으며, 그 중 3분의 1 이상이 남부 산림 국가에

서 수입한 농작물과 축산물이었다.5 영국에서 팜유, 소고기, 콩

을 연간 수입하는 데만 790만 ha의 토지가 필요하며, 이는 종

종 심각한 산림벌채, 지역 사회와의 토지 분쟁 및 인권침해에 연

루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6 결국 부유한 나라는 자국민의 소

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특히 가난한 나라의 산림벌

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디젤이 포함된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기후솔루션 뗄감을 찾아 다니는 Auyu 부족 토착민들 © Albertus Vembrianto for The Gecko Project/ Mongabay

2. 산림벌채와 인권침해

대규모 산림벌채는 생물다양성 훼손,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

과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숲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수

많은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ies)와 토착민(indigenous 

peoples)들의 삶을 위협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산

림벌채가 야기하는 토지 강탈과 산림 개간 등에 저항하는 지역 

공동체는 강제 퇴거, 경찰의 괴롭힘, 협박, 살해 위협, 폭행, 임

의 체포, 지역사회 지도자 및 인권 옹호자∙활동가에 대한 보복 

소송과 범죄화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은 공동체와 숲을 지키는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탄압을 겪고 있다. 국제환경인권단체 글

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2016년 25개국에

서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가 살

해, 괴롭힘, 투옥, 협박을 당했다. 기록된 281명의 사망자 중 절

반은 그들의 땅과 집을 지키고 있었다. 사망한 인권옹호자 중

40%에 달하는 이들이 토지와 환경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던 토착민이었다.8

산림 지역 공동체의 권리와 대안적인 산림 관리에 대해 옹

호 활동을 하는 국제 환경인권단체 포레스트 피플즈 프로그

램(Forest Peoples Program)이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 <

클로징 더 갭: 산림벌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기반 해결책

(Closing the Gap: Rights-based solutions for tackling 

deforestation)>에 따르면 숲을 지키는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토착민들은 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

인지동의(FPIC) 절차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산림구역

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발

급하는 주 당국에 의해 일상적으로 침해당한다. 토지 및 산림 담

당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불

완전하거나, 편향되거나, 심지어 거짓인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는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받거나 속아서 토지를 임

대해주거나 아예 토지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기도 한다.9 

숲을 잃은 지역 공동체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오

랜 시간 쌓아온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위태로워지게 된

다. 산업형 농업과 단일경작의 확장으로 토지를 빼앗긴 지역 공

동체는 식량과 의약품 등 생계를 위해 조달하던 중요한 산림 자

원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당한다. 이는 또한 그들의 물에 대한 권

리를 침해하고, 생활 안보를 취약하게 하며, 종종 빈곤과 영양

실조 등의 건강악화를 초래한다. 토지 이용 변화는 지역 공동체

가 신성하게 여기던 특정 지역을 훼손하고, 전통 지식과 생활방

식 손실에 기여한다.10

본 보고서는 이처럼 통상 국가간, 특별히 저소득 국가와 고소

득 국가 간의 무역에서 산림벌채가 극심하게 발생함에도 왜 

이는 비용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

문에서 출발하였다. 지난해 2월 영국 정부의 의뢰로 발간된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다스굽타 리뷰(The Economics of 

Biodiversity: The Dasgupta Review)’에서는 자연(Nature)

을 경제 활동의 자산(Asset)으로 간주하여 경제적 성과를 따

질 때 자연의 훼손 정도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7. 국가의 

부를 산정할 때 생물다양성 및 탄소흡수원의 감소 등 자연의 

훼손 정도가 정량적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현재의 생태 위기

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을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에 인건비, 재료비 뿐만 

아니라 환경을 훼손한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산림상품 

교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가 생산국에만 국한된 지역

적인 문제가 아닌 이를 거래하는 국가들과 깊이 관련된 국제

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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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산물로 인한 열대림 벌채 비율

Share of tropical deforestation from agricultural products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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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Pendrill et al. (2019). Agricultural and forestry trade drives large share of tropical deforestation emissions. 
OurWorldInData.org/forests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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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한 데스크 리서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한국 기업이 팜

유, 목재펠릿, 목재칩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산림벌채

와 인권침해 이슈에 연관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 상품들의 교역 내역과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사회 

리스크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

출되는 산림벌채(exported forest-risk)’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

른 나라에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제2장.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  
실사 리스크 분석: 
목재칩과 목재펠릿

1. 목재칩의 무역 현황

목재칩은 원목, 벌채 부산물, 수피 등을 파쇄해 만든 사각형 모

양의 나무 조각으로, 종이의 원료로 쓰이는 펄프용 목재칩, 보

드의 원료로 쓰이는 보드용 목재칩, 난방열이나 전력 생산을 위

해 연소용으로 생산되는 연료용 목재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챕터는 펄프용 목재칩 위주로 작성되었다.

목재칩 ©Sebastian Ganso/Pixabay

제재소 ©aleksandarlittlewolf/Freepik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또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forest-risk 

commodities)’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산림

벌채와 인권침해에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림벌채가 

팜유와 펄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팜유와 목재펠릿, 목재칩에 초점을 맞추었다.11

팜유는 대표적인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이다. 팜유와 대두는 

해바라기, 유채씨 등과 같이 생산량이 적은 상품들과 함께 유

지종자(oilseeds)로 분류되는데, 유지종자는 열대림 벌채의 

18%를 차지한다. 유지종자가 야기하는 열대림 벌채에서 인

도네시아산 팜유가 약 6.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종이와 목

재 생산을 주로 하는 임업은 열대 지방 산림벌채의 세 번째 주

요 동인으로 1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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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펄프용 목재칩 수입량13

[그림 3] 베트남산 펄프용 목재칩 연도별 수입량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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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용 목재칩 수입량은 정점이었던 2013년 1,038,445톤 이

래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해 2021년에는 790,182톤을 기록했

다.12 목재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베트남에 대한 수입 의존도

는 더욱 증가해 2018년부터는 극소량을 제외한 거의 전량을 베

트남으로부터 수입한다(그림 2).

[표 1] 베트남산 펄프용 목재칩 업체별 수입량17

[표 2] 베트남산 펄프용 목재칩 업체별 수출량18

한국 관세청의 통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의 목

재칩 수입량은 각 897,628톤과 742,700톤으로 확인된다. 

본 보고서는 IHS Markit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

까지 총 1,276,615톤의 베트남산 목재칩 무역 자료를 확보

해 관세청 기준 연도별 각 56.9%(2019년), 42.9%(2020년), 

58.9%(2021년 11월) 수준의 물동량을 분석했다(그림 3). 관

세청 자료와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역 자료의 데이터 

집계 방법에서 오는데, 베트남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동량은 집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무역망 분석이 

관세청 자료 기준의 모집단을 전부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

리 밝혀둔다.

무림피앤피, Mihaud, Itochu, Efat Group 주요 4개사가 베트

남 목재칩의 94.2%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1). 펄프·제

지 기업인 무림피앤피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류 기업임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국내 펄프용 목재칩 생산 기업 12곳15 중 무

림피앤피만이 수입을 병행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수입산 목재칩 조달은 주로 수입업체 및 에이전트

를 통해 이루어진다.16 베트남에서는 Hao Hung Quang Ngai, 

Quang Nam Paper Material, Phu Dong, Thanh Hoa, Cat 

Phu Quang Ngai 주요 5개사가 총 수입량의 83.6%을 공급했

다(표 2).

순위 기업명 수입량 (톤) 비율 (%)
1 무린피앤피 551,850 43.2
2 Mihaud 363,080 28.4
3 Efat Group 157,199 12.3
4 Itochu 131,001 10.3
5 대평 26,896 2.1
6 Mitsui 18,000 1.4
7 신흥 12,145 1.0
8 조우로지스 2,982 0.2
9 Unimac 2,949 0.2

10 New One 1,479 0.1
기타 9,034 0.7
합계 1,276,615

순위 기업명 수출량 (톤) 비율 (%)
1 Hao Hung Quang Ngai 551,850 43.2
2 Quang Nam Paper Material 183,742 14.4
3 Phu Dong 151,266 11.8
4 Thanh Hoa 102,856 8.1
5 Cat Phu Quang Ngai 77,706 6.1
6 미상 42,138 3.3
7 Vietnam Supply 27,130 2.1
8 Nghe An Pp Paper Material 22,000 1.7
9 Binh An Phu Production and Trade 19,645 1.5

10 Venture 18,996 1.5
기타 79,287 6.2
합계 1,27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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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베트남산 펄프용 목재칩 주요 수출·수입업체

베트남산 목재칩 공급망은 무림피앤피와 Mihaud의 높은 점유

율이 두드러졌다. 단, 두 업체의 거래처 구성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무림피앤피는 Hao Hung Quang Ngai로부터 목

재칩 551,850톤의 전량을 공급받는 상호 독점적인 공급망 구

조를 갖고 있는 반면, Mihaud는 수입량 363,080톤 중 절반인 

183,742톤(50.6%)를 Quang Nam Paper Material로부터 독

점적으로 공급받고, 나머지는 Cat Phu Quang Ngai와 기타 업

체로부터 각각 77,706톤과 101,632톤을 구매했다. Itochu또

한 수입량 131,001톤 중 102,856톤(78.5%)을 목재칩 생산

업체인 Thanh Hoa에서 독점적으로 구매했으며, Efat Group도 

수입량 157,199톤 중 128,868톤(82.0%)을 목재칩 생산업체

인 Phu Dong으로부터 구매했다 (그림 4).

수입업체

무림피앤피 (제지)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 기업으로, 연간 약 45만톤의 표백화학펄프를 생산한다. 2014년 인도
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직접 해외 조림 추진 중이다.

Mihaud (생산·무역) 싱가포르 소재의 대형 그룹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플랜테이션,목재칩 및 목재펠릿 생산 
공장, 무역 선단을 함께 운영한다. 거래처로 무림피앤피가 있다.

Itochu (무역) 통합 물류·유통업체로, 목재칩을 포함한 제지, 목재, 자재, 식품 등 각종 상품을 취급한다.

수출업체

Hao Hung Quang Ngai (생산) 목재칩 및 목재펠릿 생산·수출 그룹인 Hao Hung의 자회사로, Quang Ngai 성(province)의 
중간 목재상을 통해 소규모 산주와 플랜테이션에서 목재를 조달한다.

Quang Nam Paper Material (생산) 목재칩 및 제지 원료 생산업체로, Quang Nam 성(province)의 소규모 산주와 중간 목재상으
로부터 목재를 조달한다.

[그림 4] 베트남산 펄프용 목재칩 주요 수출·수입 물동량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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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펠릿의 무역 현황

목재펠릿은 원목, 벌채 부산물, 제재 부산물 등을 압축·성형하

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대표적인 바이오매스 

연료이다. 이러한 발전용 목재펠릿은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져 

전력 및 열병합 에너지를 만드는데, 2020년 바이오매스 총 발

전량 7,010 GWh 중 70.3%가 목재펠릿 연소를 통해 생산되었

다.20 같은 해 총 발전량의 절반이 넘는 56.7%가 석탄 화력발전

소에서 혼소 발전, 나머지는 전소 발전으로 생산되었다.21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 제도 시행을 

통한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현재도 

바이오매스 발전은 0.5~2.0의 높은 REC 가중치를 적용 받아 

정책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22 이로 인해 2012년 122,447톤

이었던 수입량은 27배 넘게 증가해 2021년에는 3,356,640

톤을 기록했으며, 누적 수입 비율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순으로 각 61.6%, 14.6%, 6.9% 이다(그림 5).23  

목재펠릿의 수입 의존도는 2020년 기준 89.8%로 매우 높

은데, 동년 목재펠릿 국내 생산량은 331,202톤, 수입량은 

2,926,596톤이었다.24 이 보고서는 수입산 목재펠릿 원산지

의 절대 다량을 차지하는 베트남과 누적 수입량 3위인 인도네

시아의 공급망을 분석했다. 말레이시아와 캐나다는 무역 자료 

입수에 제약이 있어 연구에서 제외했다.

하동빛드림본부 바이오매스 혼소 석탄화력발전소 ©기후솔루션

목재펠릿 ©Kapilbutani (CC)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한국 관세청의 통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11

월까지의 베트남산  목재펠릿  수입량은 각  1,912,405톤

과 1,933,472톤으로 확인된다. 본 보고서는 해당 기간 총 

4,198,715톤의 베트남산 목재펠릿 무역 자료를 확보해 관세청 

기준 연도별 각 122.8%(2020년), 95.7%(2021년 11월) 수준

의 물동량을 분석했다(그림 6).

[그림 5] 연도별 목재펠릿 수입량25

[그림 6] 베트남산 목재펠릿 연도별 수입량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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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98,715톤의 베트남산 목재펠릿 물동량 중, 셀마크, 신흥

글로벌 주요 2개사가 총 수입량의 36.4%를 수입한 것으로 드

러났다(표 4). 2개사 모두 물류기업인데, 이는 대부분의 바이오

매스 발전소가 목재펠릿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유통업체를 통

해 조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7실제로 2020년에는 수입산 목

재펠릿의 53.3%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었다.28 베트남에서

는 Han Viet Han Mi Sa, Hoang Dai Vuong, An Viet Phat, 

Eastwood 주요 4개사가 총 수입량의 56.1%을 공급했다(표 

5).

베트남산 목재펠릿의 수입 공급망은 목재칩에 비해 여러 수출

업체, 수입업체로 다변화되어 있다. 셀마크, 신흥글로벌을 비

롯한 물류 특화 업체,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발전소를 운영하

는 GS글로벌, OCI, SGC, 국내산 목재펠릿 생산도 병행하는 

에코에너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수입업체가 상위 10위에 포

진했다. 이들 중 많은 업체는 한 곳의 주요 공급사로부터 대부

분의 물량을 수입하고, 비교적 적은 물량을 여러 공급사로부

터 구매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수출업체

도 대게 1~2곳의 주거래처를 두고 다른 여러 곳의 수입사에 

적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93,778톤의 물량을 여러 기업에 골고루 공급한 An 

Viet Phat과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동사는 SGC에너지에 

110,895톤, 신흥글로벌에 95,953톤, 현대리바트에 61,937

톤, OCI에 54,956톤, GS글로벌에 52,419톤, 삼성물산에 

22,527톤의 목재펠릿을 판매했다. SGC, OCI, GS가 바이오

매스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라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셀마크는 수입량 794,516톤 중 376,616톤(49.3%)을 

Eastwood로부터 구매해 동사의 한국 수출량 중 69.5%

를 차지했다. Eastwood는 셀마크에 2021년부터 매년 최

소 300,000톤의 일본 수출용 목재펠릿을 추가 공급할 계

획이다.31 신흥글로벌은 수입량 374,771톤 중 426,063톤

(58.4%)를 Han Viet Han Mi Sa로부터 구입해 동사의 한국 

수출량 중 69.4%를 차지했다. 비슷하게 CNS와 GS글로벌

도 각 사 수입량인 355,757톤과 327,777톤 중 절반 이상인 

247,175톤(69.5%)과 206,536톤(63.0%)을 목재 제품 생

산업체인 Hoang Dai Vuong에 의존했다. 두 회사의 판매량은 

Hoang Dai Vuong의 한국 수출량의 75.1%에 달했다. Tan 

Phat Energy도 수출량 98,457톤의 전량을 OCI에 판매했다

(그림 7).

[표 4] 베트남산 목재펠릿 업체별 수입량29

[표 5] 베트남산 목재펠릿 업체별 수출량30

순위 기업명 수입량 (톤) 비율 (%)
1 셀마크 794,516 18.9
2 신흥글로벌 734,771 17.5
3 GS 글로벌 355,757 8.5
4 CNS 327,777 7.8
5 에코에너지원 259,287 6.2
6 프린웍스 229,205 5.5
7 OCI 157,650 3.8
8 SGC 141,521 3.4
9 파이오니어 79,697 1.9

10 엠케이솔라 77,185 1.8
기타 1,041,349 24.8
합계 4,198,715

순위 기업명 수입량 (톤) 비율 (%)
1 Han Viet Han Mi Sa 614,196 14.6
2 Hoang Dai Vuong 603,743 14.4
3 An Viet Phat 593,778 14.1
4 Eastwood 541,917 12.9
5 Smart Wood 219,014 5.2
6 Green Energy 189,452 4.5
7 미상 159,672 3.8
8 Long Hai Phat 146,955 3.5
9 Tan Phat 98,457 2.3

10 MJ Agri Vina 79,250 1.9
기타 952,282 22.7
합계 4,198,715

[표 6] 베트남산 목재펠릿 주요 수출·수입업체

수입업체

셀마크 (무역) 2019년 기준 한국에 약 500,000톤의 에너지 원료를 공급하는 스웨덴 소재 통합 물류 업체로, 싱가포
르에 위치한 아시아 지부가 베트남 생산업체로부터 목재펠릿, 목재칩 등을 조달 후 발전사에 공급한다.

신흥글로벌 (무역) 통합 물류·유통 업체로, 각종 소모성 자재를 취급한다.

GS글로벌 (무역) 원자재 물류·유통 업체로, 충청남도 당진시에 105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2기를 운영 중인 계열사 
GS EPS에 목재펠릿을 공급한다.

OCI (발전) 화학, 자재, 도시개발 기업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303MW급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
다.

SGC에너지 (발전) 전라북도 군산시에 100MW급 SGC그린파워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와 250MW급 열병합 혼소 발전
소를 운영한다.

삼성물산 (무역) 목재펠릿 및 팜 부산물을 조달 후 국내외 발전소에 공급한다.

현대리바트 (무역)목재펠릿, 원목, 제재목, 합판 등 목재 제품을 조달 후 발전소 공급한다.

수출업체

An Viet Phat (생산) 세계 5대 목재펠릿 수출업체로, 목재펠릿, 목재칩, 합판 등 제재목 원료를 현지 플랜테이션에서 조달 혹
은 제3국에서 수입한 후 1, 2차 가공한다.

Eastwood (생산) 목재펠릿 및 목재칩 생산 업체로, 자사 혹은 제3자 플랜테이션이나 임업상으로부터 원목, 톱밥, 목귀 등
을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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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베트남산 목재펠릿 주요 수출·수입 물동량32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 관세청은 2019년과 2020년의 목재

칩 수입량을 각 239,037톤과 302,704톤으로 공표했다. 본 보

고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766,109톤의 인

도네시아산 무역 자료를 TradeData International에서 확보

해 관세청 기준 연도별 각 96.8%(2019년), 101.3%(2020년), 

108.7%(2021년 9월) 수준의 물동량을 분석했다.

총 766,109톤의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물동량 중, 셀마크, 목

포도시가스, 엠케이솔라 주요 3개사가 총 수입량의 47.4%의 

해당하는 목재펠릿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7). 3개사 모

두 베트남에서도 수입하는 물류기업이며, 나머지 상위 10개 수

입업체도 모두 물류기업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목재펠릿이 

물류기업을 통해 발전사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네시아에서는 Sararasa Biomass, Berkah Agung Semesta 

Jaya, Yale Woodpellet Indonesia, Buana Harum Kharisma 

주요 4개사가 총 수입량의 54.8%를 공급했다(표 8).

[그림 8]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연도별 수입량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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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업체별 수입량34 [표 8]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업체별 수출량35

순위 기업명 수입량 (톤) 비율 (%)
1 셀마크 143,311,633 18.7
2 목포도시가스 136,938,760 17.9
3 엠케이솔라 83,225,430 10.9
4 Allied Resources 58,537,000 7.6
5 삼마 53,131,044 6.9
6 GS글로벌 31,176,006 4.1
7 조우로지스 27,970,965 3.7
8 에스피코리아 25,340,700 3.3
9 와이앤리소스 22,829,490 3.0

10 KGMS 17,656,800 2.3
기타 165,991,346 21.7
합계 766,109,174

순위 기업명 수출량(톤) 비율 (%)
1 Sararasa Biomass 143,311,633 18.7
2 Berkah Agung Semesta Jaya 105,426,710 13.8
3 Yale Woodpellet Indonesia 90,378,430 11.8
4 Buana Harum Kharisma 80,387,000 10.5
5 Hexa Mitra Globalindo 40,621,710 5.3
6 Kaliandra Merah Nusantara 38,615,000 5.0
7 Gouka Indo Energy 37,982,674 5.0
8 Sumber Mas Indah Plywood 28,358,700 3.7
9 Tanjung Kreasi Parquet Industry 21,029,019 2.7

10 Sumatera Bio Energi Utama 17,984,643 2.3
기타 162,013,656 21.7
합계 766,109,174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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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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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수입 공급망은 베트남에 비해 상위 3

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물동량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베트남산 목재펠릿 공급망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 1위인 

셀마크는 143,312톤 전량을 Sararasa Biomass로부터 독점 

공급받았다.

목포도시가스는 수입량 139,939톤 중 102,822톤(75.1%)을 

Berkah Agung Semesta Jaya, 29,237톤(21.3%)을 목재펠

릿 생산업체인 Kaliandra Merah Nusantara로부터 구매했다. 

마찬가지로 목포도시가스는 Berkah Agung Semesta Jaya 수

출량의 97.4%, Kaliandra Merah Nusantara 수출량의 76.6%

[표 9]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주요 수출·수입업체

수입업체

셀마크 (무역) 2019년 기준 한국에 약 500,000톤의 에너지 원료를 공급하는 스웨덴 소재 통합 물류 업체로, 싱가포르에 위치
한 아시아 지부가 베트남 생산업체로부터 목재펠릿, 목재칩 등 조달해 발전사에 공급한다.

목포도시가스 (에너지) 전라남도에서 도시가스, LPG,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에너지기업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목재펠릿 생
산 법인을 운영해 자사 공장 및 타 기업으로부터 목재펠릿을 수입한다.

엠케이솔라 (무역) 신재생에너지 원료 물류업체로, 목재펠릿을 조달해 웅진에너지,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자회사 등에 납품한다.

GS글로벌 (무역) 원자재 물류·유통 업체로, 충청남도 당진에 105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2기를 운영 중인 계열사 GS EPS에 
목재펠릿을 공급한다.

수출업체

Sararasa Biomass (생산) 핀란드의 Dovre Group, Finnfund, Navdata Oy가 출자한 목재펠릿 생산업체로, 현지 목상과 공급업체로부터 
목재를 조달한다.

Berkah Agung Semesta Jaya (생산) 목재펠릿 생산업체로, 여러 소규모 산주로부터 생산된 목재를 중간 목재상을 거쳐 조달한다.

를 차지하는 양사의 주거래처로 드러났다(그림 9). 더불어, 목

포도시가스는 베트남에 설립한 목재펠릿 공장 MJ Agri Vina

를 통해36 같은 기간동안 102,130톤을 수입한 바 있다.37

엠케이솔라도 수입량 83,225톤 전량을 목재펠릿 생산업체

인 Yale Woodpellet Indonesia로부터 수입해 동사 수출량의 

92.1%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GS글로벌은 수입량 31,176

톤 중 29,496톤(94.6%)을 목재펠릿 생산업체 Gouka Indo 

Energy로부터 공급받아 동사 수출량의 77.7%을 차지했다 

(그림 9).

[그림 9]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주요 수출·수입 물동량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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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칩의 공급망

위의 통계자료에서 시사하듯이, 베트남은 한국에 펄프용 목재

칩을 가장 많이 수급하는 1위 수출국이다. 베트남산 목재칩의 

대부분은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며, 주요 수종은 활엽수종인 

아카시아와 유칼립투스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대부터 일

반인이 산지를 소유할 수 있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시작했고, 그 

결과 2백만 ha 가까이 되는 플랜테이션이 일반 산주의 소유로 

사유화되었다. 국영 산림기업들도 여전히 상당한 임야를 보유

하고 있으나, 이들이 가진 토지의 대부분은 천연림이고 플랜테

이션은 약 40만 ha 정도다. 따라서 대부분의 목재칩의 원재료

는 소규모 산주 소유의 플랜테이션에서 수급되는 셈이다.

베트남의 주요 목재칩 수출사의 사업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원

목을 주요 투입물로 하는 1차 생산자(primary processor)이고, 

동시에 원목 외에 다른 투입물을 사용하는 2차 생산자인 경우

도 있다. 이 외에도 중간 목재상(broker/trader)이 존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직접 상품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상인들로, 상품

을 직접 다루지 않고 계약서를 통해 주선하는 브로커∙에이전트

도 있다. 목재칩 생산자가 간혹 중간 목재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목재칩의 교역이 아니라 주로 원목의 교역에 해당

하는 사항이다.

목재칩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목재 교역을 담당하는 

목상이 팀을 이뤄 이동하면서 몇 개의 면(commune)이나 읍

(district) 단위에서 개인 산주와 구매 계약을 맺고 목재를 구매

한다. 이 때 산주는 대부분 입목(standing trees) 형태로 계약

을 하며, 목상이 직접 산림 벌채를 하여 계약한 나무를 가져간

다. 벌채가 진행된 후에 목상들은 나무를 제재목39과 기타로 분

류하고 트럭에 실어 근처 제재소로 이동한다. 기타 목재의 경우 

근처 제재소나 목재칩 공장에서 목재칩으로 파쇄한다. 대부분

의 지역에 읍(district) 단위 당 한두 곳의 제재소나 목재칩 공장

이 존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에서 바로 가장 가까운 항

구로 이동하여 파쇄작업이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제재소에서 

파쇄된 목재칩은 대부분이 수출용이기 때문에 근처 항구로 운

송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목재 플랜테이션  ©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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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베트남 목재칩 공급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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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재펠릿의 공급망

베트남의 목재펠릿 공급망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목재펠릿을 수출했고, 베트남산 펠

릿의 1위 수입국은 한국이었다40. 베트남산 목재펠릿 교역은 높

은 생산량과 수출량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다. 베트남 정부는 목재펠릿 수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

며, 따라서 통관 관리가 더욱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

경을 반영하듯이 베트남의 목재펠릿 공급망에는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생산·수출업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

다. 

베트남산 목재펠릿의 주요 원재료는 아카시아, 고무나무, 그리

고 유칼립투스 계열 원목이나 제재소에서 나온 이들 원목의 부

산물이다. 간혹 소나무, 캐슈나무나 그 부산물이 활용되기도 한

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근의 소규모 개인 산주의 산지에서 벌채

되고, 펠릿 사업자가 직접 플랜테이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베트남의 상위권 목재펠릿 수출업자들은 대부분 원목을 주요 

투입물로 하는 1차 생산자(primary processor)이고, 이들 중 

상당 수가 동시에 원목 외에 다른 투입물을 사용하는 2차 생산

자이다. 이 외에도 중간 목재상(broker/trader)이 존재하는데, 

직접 물리적인 상품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가 간혹 중간 목재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목재펠릿의 교역이 아니라 주로 원목, 제

재목의 교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목재펠릿 공장은 대부분 수출항과 가깝고 가구 산업이 다수 위

치한 베트남 중부와 남부 메콩 델타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총 생산량의 80% 정도를 담당한다.41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원

재료로 벌채 부산물 혹은 목재산업 부산물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베트남 목재

펠릿 생산량이 급증해 2021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출

국이 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생산량이 10년 안에 약 250%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한다.42 특히 목재펠릿은 목재칩과 비교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펠릿 생산을 위한 부산물

의 활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부산물 외에 원목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목재칩 산업과 원재료 수급을 위한 경쟁이 증

가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목재펠릿은 총 다섯 개의 주요 공급망 프로세스를 수반

하는데, 원재료 수급 계약, 벌채 및 수집, 생산, 운송 및 수출을 

포함한다.

국내 목재펠릿 공장  ©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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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베트남 목재펠릿 공급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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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개인 산주 및 임업 회사가 직접 벌채
유형 2 : 중간 상인에 의한 벌채 및 서류작업 대행

유형 3 : 목재펠릿 업체가 자사 플랜테이션에서 벌채

유형 1 : 벌채 후 목재펠릿 공장으로 직접 운송
유형 2 : 목재펠릿 업체에서 운송 차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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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트 남  목 재 펠 릿  공 급 망 에 서  산 림 관 리 협 의 회 ( Fo re st 

Stewardship Council, 이하 "FSC"), 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PEFC) 등 지속가능성 산림인증이 차지하는 비

율은 목재칩 회사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상당수의 상위 11위권 

수출 기업은 FSC 관리 목재(Controlled Wood, 이하 “CW”) 혹

은 연계 관리(Chain of Custody, “CoC”) 인증을 유지하고 있

다. 

인도네시아의 목재펠릿 공급망
한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팜

껍질(Palm Kernel Shell, PKS) 펠릿과 목재펠릿을 수입한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0년 약 30만톤 이상의 목재펠

릿을 수출하였고, 2017-2020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산 목재펠

릿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수입국이었다.43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처럼 EU와 산림법집행·거버넌스·무역 제도(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이하 “FLEGT”)에 관

한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VPA”)를 맺고, 나아가 2016년 FLEGT-VPA 체결 국가로

서는 유일하게 FLEGT 인증 체계를 갖추어 목재 생산 및 수급 과

정에서의 합법성을 보장하려고 했다.44 그러나 2020-2021년 

진행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로 구성된 ‘독립 산림 모니터링 네

트워크(Jaringan Pemantau Independen Kehutanan, JPIK)’

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목재 합법성 인증(Sistem Verificasi 

Legalitas Kayu, SVLK)을 위반하는 불법 벌채 및 거래는 여전

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다.45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Dukeabruzzi (CC) Attribution-Share Alike 4.0 International

벌채업자들은 지역 주민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불법 벌채를 시

키거나, 법적으로 허가 받은 사업지 밖에서 벌채를 하고 합

법 벌채 인증서를 부착해왔다. 또, 원산지를 속이거나 인증서

를 조작해 재판매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

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 신고되었다.46 특히 수출업자는 

위조 인증서로 손쉽게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정황상 여러 곳으

로부터 수급된 각종 목재가 섞여 들어가 제조되는 목재펠릿은 

그 공급망을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석탄발전소의 바이오매

스 혼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

아 목재펠릿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47 바이

오매스 혼소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사인 

PLN(Perusahaan Listrik Negara) 산하 114개 발전소에서 

1%~5%에 해당하는 양의 석탄 혼소를 2021년 시범 운행했

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산림 정책을 재정비했고, 이에 따라 기존 플랜테이

션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허가 없이 사업계획서만 변경하면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기존 플

랜테이션에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산림은 약 16만 ha 규모이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자료

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WALHI(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가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기존 산림 외에도 바이

오매스 수종 신규 조림을 위한 플랜테이션 조성 사업은 향후 

5년간 약 70만 ha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48 

[그림 12]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공급망 흐름도

1차 수확 (원목)
에너지 플랜테이션

개인 산주
중간 목재상

2차 수확 (벌채부산물)

제재소
1차 목재상품 생산

제재부산물 팰릿 공장
목재팰릿 제조

벌채부산물 팰릿 공장
목재팰릿 제조

운송 및 수출
보관 및 저장 후 항구로 이동해 선적 및 수출

전처리 (파쇄작업)

한국 자본도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생산용 에너지 플랜테이션

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예로 Bioenergy 

Indoco, Bara Indoco, Solar Park Indonesia가 있다. 이들 

세 개 회사는 술라웨시 섬, 수마트라 섬, 자바 섬에서 약 20

만 ha의 산림 이용을 허가받았다. 메드코(Medco) 그룹은 

Medcopapua Industri Lestari, Selaras Inti Semesta 등 목

재펠릿 에너지 플랜테이션에 투자했는데, 이들 회사의 지분 대

부분은 현재 LX 인터내셔널 (전 엘지상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는 30만 ha에 이른다.49

한국에 수출하는 인도네시아의 목재펠릿 업체는 대부분 수마트

라 섬, 일부는 보르네오 섬에서 영업 중이다. 이들 다수가 합법 

벌채 허가를 받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상품행정정보체

계(Sistem Informasi Penatausahaan Hasil Hutan, SIPUHH)

를 공개하지 않고, 인증 평가 업체도 공급망 정보를 명시하지 않

아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철저히 이행되는지는 알려

지지 않았다. 불투명한 정부 정책에 더해 대내외 수요의 증가는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바로는, 많은 목재펠릿 업체가 목재를 공

급하는 소수의 중간 목재상과 계약을 맺고, 그 중간 목재상은 플

랜테이션 기업이나 개인 공급자의 산지에서 벌채를 하거나 목

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펠릿 원료가 공급되었다. 일부 펠릿 공

장의 경우, 개인 공급자로부터 목재를 직접 수급 받는 경우도 더

러 발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펠릿 업체가 원목 외 투입물을 

사용하는 2차 생산자라고 밝혔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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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재 제품의 공급망 실사 리스크 분석

베트남산 목재칩과 목재펠릿, 그리고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사회·환경적 리스크 평

가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의 공통적인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

었다. 본 보고서의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리스크 분석

을 위해 아래의 분석틀이 마련되었다 (표 10). 본 분석틀은 산

림상품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사회·환경적 리스크

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예시를 제시하여 각 산업이 어느 리스크 

분야에 해당하는지, 또 그 리스크의 경도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분석틀에 열거된 세부 범주

[표 10]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틀

기본 범주 세부 범주 예시 식별 여부

1. 사회·인권적 리스크

아동노동 취학의무에 해당하는 아동의 고용; 취업최저연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사례; 18세 미만에 대한 가혹한 형태의 노동 (건강, 안전의 저해)

강제노동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대한 ILO 협약 위반; 채무담보 및 인신매매로 인한 노동

노예제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예속상태 및 지배력, 억압의 행사

노동 보호 의무 경시 근로수단의 준비에 있어 불충분한 안전기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의 결여; 부적합한 근무시간 및 체계 ✓

결사의 자유 경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금지 (파업권, 단체교섭권 포함) ✓

고용, 임금 불평등 대우 
금지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장애, 성적지향, 연령, 성별, 정치적 견해, 종교 등에 근거한 
불평등한 대우 ✓

강제퇴거금지 위법한 강제퇴거의 금지;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 미이행 ✓

토지, 산림, 물 이용 박탈 금지 토지, 숲과 물의 취득, 경작 또는 기타의 이용에서 토지, 산림, 물의 위법적 박탈의 금지 ✓

사적 또는 공적 보안군의 위탁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대한 금지 경시; 신체, 생명권 침해 및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침해

현지 실정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조사 및 재판

기업 활동 중 현지의 사회, 인권, 환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선 경우, 혹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포함 ✓

2. 환경적 리스크

토지 황폐화와 
토지 이용 변화

산지에서 타 용도로, 혹은 일차림에서 이차림 혹은 플랜테이션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포함; 또한 지속불가능한 벌채 행위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토양유실이 발생하는 경우 ✓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벌채로 인한 생태적소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등에 포함된 생물종의 서식지가 포함되는 경우; 그 외에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토착종(endemic species)을 벌채하거나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우 

✓

토양오염 식량의 지속 및 생산에 필요한 자연적 기반에 대한 현저한 훼손 ✓

수질오염 및 
과도한 물 사용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방해 ✓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 초래 ✓

유해소음방출 및 
기타 환경·건강적 손해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공해 및 건강 피해 ✓

사업장 안팎 
및 플랜테이션 내 화재

사업장 내에서 분진으로 인한 화재나 이에 대한 안전교육, 대응의 경시로 인한 피해; 
플랜테이션에서 고의나 사고로 인한 화재를 통해 산림 개간 및 조림이 이뤄지는 경우를 
포함

✓

지속가능성 인증 및 합법적 
교역에 대한 국내 및 국제법 

위반

목재 및 산림경영, 팜유 등의 생산·가공·유통에서의 지속가능성 인증서(예: FSC, PEFC, 
RSPO) 원칙을 위반할 위협·개연적 증거가 있는 상황; 합법목재교역에 대한 국제법 및 
가이드라인(예: Lacey Act, FLEGT, SVLK, 합법목재 교역제도)의 사항 중 하나를 위반
할 위협·개연적 증거가 있는 상황

✓

들은 EU에서 입법 과정 중인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에 제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취합하였다. 아래 

체크된 리스크 사항은 1차 온라인 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취합되었으며,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원재료 벌채, 제조, 

유통사의 전수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닌 일부 회사의 예시

를 통해 작성한 리스트로, 이 외에도 훨씬 다양한 종류와 경도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현장 © Mighty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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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 제품 공급망의 환경∙ 사회∙ 인권 리스크

가. 합법 벌채 관련법 위반 및 지속가능성 인증 박탈
세계 목재 제품의 약 10~30%가 불법 벌채로 생산되었다고 예

상된다.50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 제품에 대해 EU의 FLEGT, 

미국의 레이시 법(Lacey Act) 등 자발적 또는 강제적 합법 교역 

협약이 시행되고 있다(표 11). 한국도 2015-2016년 세관에서 

적발된 다수의 불법 목재펠릿 수입 건을 계기로, 2018년에 도

입하여 이듬해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

다.51 이와 같은 제도의 공통점은 목재 제품의 벌채와 거래, 무

역에서 합법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교

역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

이다.

[표 11] ] 합법 목재 관련 제도

목재의 추출·생산·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률 조항이 
존재한다.

(미국) Lacey Act(2008): 불법적인 목재를 자국 내에서 이용, 
유통, 운송,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EU) EU 목재규제(EU Timber Regulation, EUTR, 2013): 수입, 
수출업자에게 불법 목재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법안

(한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산림상품의 교역에 있어 합법 벌
채 근거서를 첨부하게 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범 운행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 중

1) 베트남 목재의 합법성과 지속가능성

베트남에서는 최근 20년간 민간에 대한 산지 분할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목재 제품 수확과 생산의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천연

림 벌채 금지 등 관련 법규들을 만들고 이행해왔지만, 불법 목재 

거래는 아직도 큰 환경•사회적 문제이다.52 베트남 지속가능산

림관리 및 산림인증 연구소(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Forest Certification, SFMI)에 따르면, EU FLEGT의 정

의에 따른 토지 사용권리의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는 지역

마다 다른데, 보통 북부에 위치한 성(province)은 80~90% 정

도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Quang Tri, Quang 

Nam, Binh Dinh 등 중부에 위치한 성은 40~70%로 낮은 편

이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성에서 산주 및 토지이용권 소유주

의 합법벌채 요구 서류53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Quang Nam, Binh Dinh, Ca Mau, Dong Nai 성

60~80%의 주민들이 합법벌채 요구 서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고 답변했다.54 이들 성의 대다수 산주들은 Ca Mau와 Dong 

Nai의 경우 많게는 100%까지 직접 벌채에 관여하지 않고 입목 

형태로 중간 목재상에게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 목재

상이 서류 작업을 하고 벌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산주들에게 돌아

가는 수익은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벌채량의 부정확성,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부의 합법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목재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베트남 열대우림  ©Hallial/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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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에서는 산림상품의 지속가능성 인증 및 라벨을 부여

하는 기관인 FSC 등이 산림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FSC에 따

르면 2022년 현재 베트남에서 약 17만 ha 이상의 산림이 인증

을 받았고, 이들의 대부분은 북부나 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

러나 목재 제품의 수출의 절반 이상은 남부 수출항에서 발생한

다. 인증을 받은 산림과 인증을 달고 수출되는 목재 제품의 양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2021년 

FSC는 베트남에서 수출한 목재펠릿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중 미인증 물량이 인증 물량으로 허위 신고된 내역을 밝혀

냈다55. 이들 감사와 검증은 불법적으로 벌채된 산림에서 원재

료를 수급했거나, 미인증 사업자가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

증을 부착하고 유통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베트

남의 최대 목재펠릿 기업 중 하나인 An Viet Phat의 FSC 인증

이 중지되기도 하였다.56 이 외 다른 검증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어 더 많은 한국 수출 베트남 기업에 대한 인증 중지나 박탈이 

대중에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FSC 인증 라벨 ©FSC

2) 인도네시아 목재의 합법성과 지속가능성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산업의 경우도 합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

증과 확인이 요구된다.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성 검증 절차를 매년 갱신해야 하지만, 목재 합법성 인증

(SVLK)은 물론, FLEGT 인증까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

법 벌채 및 인증서 위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에 수출하는 대부

분의 인도네시아 기업도 수년간 합법성 검증 문서 갱신을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천연림 벌채, 고보전가치 구역 훼손 및 선주

민 권리 침해로 인해 FSC 인증이 박탈된 목재·팜유 생산 기업

인 코린도 그룹(Korindo)의 자회사 Bumi Indawa Niaga 역시 

유사한 합법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국내에 목재

펠릿을 공급하고 있다.

나. 환경오염
목재 제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

경 문제가 발생한다. 원재료 수급 과정에서 천연림을 벌채해 

생산림으로 바꾸거나, 토지 용도를 농업 용지로 전용해 생물

다양성 파괴 및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 특히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

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널리 공론화되지 않거

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목재펠릿 및 목재

칩의 운송과 야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주변 지역 주민

들의 건강 위해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규제와 

위반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

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환경범죄도 목재펠릿 및 목재

칩 공장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목재펠릿 

회사 중 하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Analy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AMDAL)없이 사업을 진행

한 것이 지역 환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57 

다. 작업장의 노동 및 안전 문제
목재펠릿과 목재칩 제품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이

로 인한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빈번하나, 작업장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베트남 국내법으로 지정

한 비상시 화재 처리 및 대피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찾

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사업장의 저장고와 작업장이 목재 

제품의 함수율 관리를 위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 있어, 

노동자의 건강이 분진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목재

칩 업체와는 달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목재펠릿 기업 상당

수는 중소기업으로 영업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들 사업

장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2.5의 저임금을 받기도 한다. 사업

자가 노동조합의 결성을 고의적으로 막거나 노조의 활동을 방

해하는 행위도 발견되었다.

국내 목재펠릿 공장 
©기후솔루션

국내 바이오매스용 벌채 현장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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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 분쟁
산림 사업은 넓은 토지를 요구하며, 따라서 원활한 수급을 위해 

목재 제품 업체 중 1차 생산·가공자의 상당수는 회사 소유의 임

야와 펠릿 제조 공장,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시장점

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대규모의 토지를 무리하게 매입하다 지

역 주민 및 농민과 토지 분쟁 문제를 겪었고, 이로 인해 지역자

치단체의 제재를 받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수 차례 관찰되었다. 

또한 베트남의 임업회사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토지 이용권을 

이유로 분쟁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했는데, 대부

분의 경우에서 품질 높은 목재 등 자연 자원의 접근에 대한 경

쟁, 불공평한 이익공유체계, 관습적 토지 이용권의 박탈, 농업

활동의 제한, 지역정부의 중재 역할 부재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

되었다.58 

플랜테이션 조성 목적의 산림 양허 건수가 많은 인도네시아에

서는 토착민과 지역 주민, 기업간의 토지 분쟁 사례가 더 다양하

게 존재한다. 이들 중 하나가 무림피앤피의 자회사인데, 이 회

사는 충분한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 없이 산림

을 개간하고 조림사업을 시작해 지역 토착민들과 토지 분쟁 문

제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이 케이스는 FSC의 검토 중에 

있다. 

베트남의 산림 토지 갈등

베트남의 토지 갈등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 중 산지의 

배분과 산림자원의 접근에 대한 갈등이 매우 첨예하여 지

역 주민과 임업 회사 간의 갈등 상황이 다수 보고되었다. 대

표적으로 Quang Binh, Lang Son, Dak Lak, Lam Dong 성

(province)의 사례를 정리해보았다.

1. Lang Son 성(province): Dong Bac 사
Dong Bac 회사가 소유한 산림은 소수 민족이 관습적 토지권

을 보유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토착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외부인에게 넓은 플랜테이션 계약을 내주었고, 이들

이 식재한 목재에 대한 이익 공유도 불인정했다. 주민들의 반

발이 심하자 회사는 약 13,000 ha의 땅을 내어주겠다고 약속

했지만 이 중 1,500 ha 정도만 분할되었고, 지방정부도 이러

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눈감아줬다.

2. Quang Binh 성(province): Long Dai 사
이 회사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Truong Son 면(commune) 산

림의 약 96% 정도에 해당하는 100,035 ha의 임야를 할당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주민들은 가용할 임야와 토지가 

부족하여 회사의 토지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10년 Long Dai 사는 약 1천 ha를 주민들에게 할당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다.

3. Dak Lak 성(province): M’Drak 사
이 회사는 Dak Lak 성 약 27,000 ha의 천연림과 생산림에 대

한 권리를 1990년대에 정부로부터 양도받았다. 회사 소유 토

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약 70%가 외부에서 이주한 소수 민족

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용할 토지가 없어 생계 유지를 위해 

자급자족 농업 활동을 회사 사유지에서 하게 되었다. M’Drak 

사는 주민들을 고용해 나무를 심게 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임

업 대신 농업 활동을 계속했다. 회사는 2007년 약 3천 ha의 

땅을 다른 사기업에게 넘겼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4.Lam Dong 성(pro: Loc Bac 사
Lam Dong 성 지방 정부는 Loc Bac 사 소유의 임야 중 5천 

ha를 농지로 토지 변경하도록 허가하고, 19개의 고무나무 회

사들이 임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Loc Bac 사는 질 높은 

원목을 수확해 이득을 보았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주

민들은 원래 심하게 훼손된 산림이 아니면 이와 같은 토지 변

경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내준 정부에 

토지 환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9

산업단지 공장굴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Chris Leboutillier 

마. 탄소배출
제재 부산물이나 벌채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목재펠릿, 목재칩 등 목재 제품은 발열량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보통 원목이 다량 활용된다. 정도에 따라 차이

는 있지만,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부산물을 사용한다는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경우도 최소 30%의 원목을 사용해 생

산하고 있다.60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경우 원목의 비중은 더 높

다. 

대규모 원목의 수확은 벌채 방식이나 산림, 토양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산림 탄소흡수원 감소로 인해 필연적으로 탄소

배출로 귀결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천연림이 벌채되고 생산림

으로 전환된다면 목재 제품의 생산을 위한 간접 배출량은 더 늘

어나게 되며, 부대적인 생물다양성 파괴 및 토양 탄소배출의 문

제가 발생한다. 또한 생산림에서 거의 대부분 수급이 이뤄진다

고 한다 해도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증가한다. 

문제는 벌채를 통해 생산된 원목의 사용처가 탄소 반감기가 짧

고 수명이 적은 목재칩이나 목재펠릿이라는 것이다. 이들 목재

가 만약 부가가치가 더 높고 수명이 긴 제품으로 만들어져 가구

나 목조 건축물에 사용되었다면 이들의 탄소 저장 능력은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펠릿으로 제조되어 발전소에서의 연

소는 즉각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이어진다. 이는 종이나 화

장지로 가공된 목재칩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앞 단에서 탄소흡수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한 자

리에 속성수 등 새 나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목재펠릿은 화

석연료 대체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다수 존재

한다. 단위 에너지당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했을 때 목

재펠릿은 석탄에 비해 초반 반 세기 정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배출량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61 이는 목재펠릿이 석탄

에 비해 덜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투입해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고, 펠릿의 

생산 및 연소 과정에서 너무 큰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 손실의 정도는 열을 활용하지 않고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

에서 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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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기업 목재 제품 공급망의 환경∙ 사회∙ 인권 리스크

다음은 국내에 목재 제품을 수출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기

업 및 관련된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문제들 중 일부를 

사례로 정리한 것이다

Hao Hung Quang Ngai 사의 수질오염과 화재

목재칩과 목재펠릿을 생산·납품하는 Hao Hung 그룹은 베트

남 전역에 30여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가장 큰 근거지

를 둔 Quang Ngai 성에서는 Hao Hung Quang Ngai가 무림

피앤피에 물동량 1위 규모의 목재칩을 공급한다. Hao Hung 

Quang Ngai는 2019년 사업장의 오폐수를 자사 부두 앞 바다

에 무단 방류해 총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s, TSS)

을 기준치 9배까지 상승하게 하는 해양오염을 일으켜 징계를 

받고 벌금을 물었다.62 동사는 같은 해 이미 환경보호 조치를 

위반하고63, 개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지방정부, 국방 당국, 지역 

농민들과 토지 분쟁 문제를 겪기도 했다.64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작업장에서의 화재 문제이다. 화력발

전소 내 연소 목적으로 생산된 목재펠릿의 특성상 펠릿 공장 

및 운송 설비는 한번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다. 특히 밀폐된 

환경에서의 회분과 분진은 작업 장비의 합선과 점화를 유발

해 목재펠릿 설비를 화재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Hao Hung 

Quang Ngai도 2020년에 큰 화재가 발생해 3일 밤낮으로 수 

백명이 투입되어 진화 작업을 벌였고65, 인도네시아의 목재펠

릿 생산업체인 Berkah Agung Semesta Jaya도 2021년 화

재로 인해 전소된 바 있다.66 

Cat Phu Quang Ngai 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

Cat Phu Quang Ngai는 한국행 목재칩 전량을 Mihaud에 납

품하는 수출 5위의 공급업체이다. 동사는 Quang Ngai 성에 

근거하여 목재 제품의 원재료 가공업체 및 중간 목재상으로서 

역내 264개 개인 산주로부터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등을 공

급받는다. Cat Phu Quang Ngai는 노조 및 작업 환경 문제로 

인해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다. 2020년까지 동사

는 노동조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긴

급 대피 계획 수립과 작업 안전 및 전문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

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67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의 토지 분쟁과 
지역주민 갈등

Plasma Nutfah Marind Papua는 한국의 대표적인 제지기

업인 무림피앤피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운영 중인 펄프 

목재 플랜테이션이다. 동사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부

터 5월 사이에 965 ha, 2020년에는 1,685 ha에 이르는 지

역에서 산림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 손실 과정

에서 이탄지(peatland)도 훼손이 되었으며, 현지 토착민들에

게 자유의사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분쟁 또한 발생하고 있다.68 산림청은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을 위해 무림피앤피에 총 3회에 걸쳐 91

억원의 해외산림자원개발 목적의 융자를 지원하였다.69 해

당 사업장에서는 2030년에 연간 약 42만톤(Bone Dry Ton, 

BDT)의 목재칩이 생산될 것으로 임업진흥원은 예측하고 있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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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Viet Phat 사의 산림 인증 박탈과 환경오염

An Viet Phat 그룹은 SGC에너지, 현대리바트, OCI, GS글로

벌, 삼성물산 등 국내 유수 발전 및 물류기업에 납품하는 한국

행 베트남산 목재펠릿 수출량 상위 4개 기업 중 하나이다. 

동사는 베트남 전역에서 목재펠릿 공장을 운영하며, 2021년 

기준 An Viet Phat Energy와 5개 다양한 지역의 임업 협동

조합에 대한 유효한 FSC CoC 인증을 총 6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FSC의 An Viet Phat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 

실제 인증 받은 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인증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인증을 제외한 An 

Viet Phat Energy의 전사적인 CoC 인증이 중단되었다.71 

이로 인해 An Viet Phat의 목재펠릿을 적재한 선단이 구매업

체로부터 거부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지만, 동사는 한 달도 안 

되어 CoC 인증을 회복했다.

또한 Phu Tho 성에 위치한 An Viet Phat Phu Tho 공장은 거

주지역에 지어져 2019년 가동을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Tri와 Le My 읍(district) 지역사회와 분쟁을 겪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공장의 잠재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 고지받지 못

했으며, 밤낮 없이 목재펠릿 설비 가동이 시작되자 마을 내에

서도 미세먼지, 대기오염, 분진, 소음,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

려워졌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했다.72 결국 지역 환경 당국이 조

사를 실시했고, An Viet Phat Phu Tho은 펠릿을 제대로 보관

하지 않고 덮개 없이 야적, 전처리하지 않은 오폐수와 산업폐

기물 투기, 규정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벌금

형과 사업장 작업 잠정 중단 및 시정 조치를 받게 되었다.73 그

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운영을 계속해 환경오염은 1년 넘

게 더욱 악화되었다.74

Sararasa Biomass 사의 오폐수 불법 투기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인도네시아에서 목재펠릿을 생산

하는 Sararasa Biomass는 동사의 한국 수출량 전량을 목

재펠릿 수입량 1위 기업인 셀마크에 공급한다. Sararasa 

Biomass는 아시아의 목재펠릿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2014년 인도네시아 Riau 주에서 팜 껍질과 

씨를 이용한 펠릿 생산을 시작했다.77

공장 가동 이래 거의 Sararasa Biomass는 1년 가까이 인

근 Bokor 마을의 하천과 해협에 오폐수를 불법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78 현지 어민들은 수질오염으로 인해 어업 활

동을 할 수 없었고, 수입은 약 80%가 감소했다.79 이와 더불

어 지역 주민들은 회사가 환경영향평가(Analy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AMDAL)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어업 중단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Sararasa Biomass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80 동사

는 이듬해 공급망 전환을 위해 Surabaya 시로 공장을 이전했

다.81

Sararasa Biomass는 개인 공급자 외 Intertrend Utama와 

Interkfraft에서 톱밥과 목귀를 원료로 공급받는데, 이들은 

Belayan River Timber와 Narkata Rimba의 산림 사업지에

서 원료를 수확한다. FSC 인증 업체이기도 한 Belayan River 

Timber는 2018년 고의적으로 폐유를 투기해 토양오염을 일

으켰으며, 발각된 후에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바 있

다.82,83

한국 대기업의 무분별한 불법 목재펠릿 수입 관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상 이 

법규의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RPS 제도가 시작

된 2012년 이후,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품질 기준을 통

과하지 못한 다수의 가짜 목재펠릿 (일명 왕겨펠릿)이 수입·

유통된 사례들이 적발되어 대중에 알려졌고, GS글로벌, 한화, 

현대리바트(당시 현대 H&S) 등 대기업이 형사 기소되었다.  

한화는 목재펠릿을 수입해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에 납품

하고 있다. 동사는 2014년 광양 세관을 통해 약 5,600톤의 

목재펠릿을 규격·품질 검사 없이 수입·통관한 것이 알려져 대

법원에 기소되었지만, 고작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84

MJ Agri Vina 사의 기준치 1,000배를 넘는 미세먼지

MJ Agri Vina는 목포도시가스가 소유한 베트남 법인으로, 베

트남 중부 고원지대 Dak Nong 성과 Ho Chi Minh 시(city) 근

처 Dong Nai 성 2곳에 목재펠릿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75 MJ 

Agri Vina에서 생산되는 목재펠릿의 거의 전량은 모기업 목포

도시가스와 GS글로벌에 납품되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공급된다. 2021년 Dong Nai 관리 당국은 MJ Agri Vina의 국

가 환경 기준치 1,325배를 초과하는 분진 배출, 기준 미달의 

유해폐기물 관리, 환경보호 계획 불이행을 적발해 벌금을 부

과했다. 동사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해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을 저해하는 피해를 끼쳤지만, 고의적으로 조사단을 회피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다.76

열대 산림과 목초지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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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 실사 리스크 분석: 
팜유와 팜 부산물

1. 팜유와 팜 부산물의 무역 현황 

기름야자(Oil Palm)는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 대표적인 

식물성 유지의 원료이다. 기름야자 열매의 과육과 씨(Kernel)를 

각각 착유하여 팜유(Palm Oil)와 팜핵유(Palm Kernel Oil)를 얻

을 수 있으며, 이후 정제 과정을 통해 정제유 및 다양한 형태의 

유지를 얻을 수 있다. 착유 및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및 껍질 또한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되어 주로 바이오연료 및 가

축사료 등의 원료로 활용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생산된 팜유와 팜 부산물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한국은 식품, 화장품, 생

활용품, 바이오연료, 가축사료 등의 생산에 필요한 팜유와 팜 

부산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입량은 해

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3] 기름야자 열매의 다양한 활용

한국 관세청에 신고된 팜유의 수입량은 2012년 324,956톤, 

2021년 605,700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가 증가하였다.86 

팜유의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2021년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43.5%와 56.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그

림 14).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양은 2012년 37,370톤

에서 2021년 341,802톤이 되어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인도

네시아는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팜유 수출 1위의 자리를 차지하

게 되었다. 

기름야자는 기후적 조건으로 인하여 적도 부근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의 84%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

아에서 생산되고 있다.87 이에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

시아에서 생산된 팜유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공급망을 분석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역 자료 입

수에 제약이 있어 연구에서 제외했다.

[그림 14] 연도별 팜유 수입량85

한국 관세청의 통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의 인

도네시아산 팜유 수입량은 각 334,549톤과 277,342톤으로 

확인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 HS Code 1511.10, 

1511.90에 해당하는 팜유의 무역 자료 중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625,131톤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였다. 

이는 관세청 기준 연도별 각 71.8%(2019년), 65.9%(2020

년), 67.4%(2021년 9월) 수준의 물동량으로, 본 무역망 분석

은 관세청 자료 기준의 모집단을 전부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림 

15). 

팜커널 (Palm Kernel)
- PKO (Palm Kernel Oil)
- PKE (Palm Kernel Expeller) : 팜박,  PKO를 추출한 잔유물로 주로 사료 원료로 활용

CPO (Crude Palm Oil)

PKS (Palm Kernel Shell) :
팜커널 껍질, 바이오매스발전소 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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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

된 팜유의 공급망을 확인한 결과, 4개 기업(제이씨케미칼, 단

석산업, GS홀딩스, 애경유화)이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81% 

이상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표 11).89 4개 기업이 주

로 수입한 제품은 팜 정제유로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로 사

용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모두 바이오연료를 직접 혹은 계

열사를 통해 생산을 하고 있다. 이들은 팜 정제유 외에도 다양

한 팜 부산물을 바이오연료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팜 부산물의 수입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90

[그림 15] 인도네시아산 팜유 연도별 수입량88

[표 11] 인도네시아산 팜유 업체별 수입량91 [표 12] 인도네시아산 팜유 업체별 수출량92

 순위 기업명 수입량(톤) 비율(%)

1 제이씨케미칼 174,885 28.0

2 단석산업 122,344 19.6

3 GS홀딩스 117,168 18.7

4  애경유화 97,394 15.6

5 대경 O&T 26,459 4.2

6  LG생활건강 18,499 3.0

7 Just Oil Grain 18,490 3.0

8
Excelic Food Technology 

Nanjing 
12,000 1.9

9 SK케미칼 9,997 1.6

10 효성티앤씨 6,500 1.0

기타 21,394 3.4

합계 625,131

 순위 기업명 수출량(톤) 비율(%)

1  Selago Makmur Plantation 129,220  20.7

2 Intan Sejati Andalan 85,249 13.6

3 Astra Agro Lestari  76,615 12.3

4 First Pacific Company  51,490  8.2

5 Intibenua Perkasatama 45,998  7.4

6 Jardine Matheson Holdings  41,419  6.6

7 Kutai Refinery Nusantara 39,034 6.2

8 Agrowiratama 32,804 5.2

9 Tunas Baru Lampung 24,800  4.0

10 Smart 22,008 3.5

기타 76,493  12.2

합계 625,131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인도네시아산 팜 정제유를 가

장 많이 수입한 제이씨케미칼은 총 174,885톤에 이르는 팜 

정제유를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그 중 Selago 

Makmur Plantation, Intan Sejati Andalan 두 곳에서 반 이상

을 수입하였다. Selago Makmur Plantation은은 제이씨케미

칼 외에도 단석산업, GS글로벌, SK케미칼과 SK에코프라임 등

에도 팜 정제유를 공급하여 한국 바이오연료 제조사들의 주요 

공급자가 되었다. Intan Sejati Andalan 또한 단석산업, GS글

로벌에 팜 정제유를 공급하여 바이오연료 제조사들의 주요 공

급자가 되었다(그림 16).

[표 13] 인도네시아산 팜유 주요 수출·수입업체

수입업체

제이씨케미칼
(바이오연료 제조)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사 등에 제품 공급. 인도
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팜유 농장 운영. 

단석산업 (바이오연료 제조) 바이오디젤 생산량 34만㎘로 국내 최대 생산 규모이며 내수 시장 점유율 
18%로 업계 2위. 미국 및 유럽으로 폐식용유 기반 바이오디젤 수출. 

GS글로벌 (무역) 팜유를 수입하여 계열사인 GS바이오에 바이오연료의 원료 공급. 미국에 바이오디젤 수
출. 팜유 생산 정제업체에 투자 확장 추진 예정. 

애경유화 (바이오연료 제조) 석유화학 기업이나 2007년부터 바이오에너지 사업 시작. 2021. 11. 애경
화학과 에이케이켐텍과 합병하여 애경케미칼로 사명 변경. 

수출업체

Selago Makmur 
Plantation

(플랜테이션, 착유 및 정제) 서부 수마트라 섬에 위치한 업체로 주로 한국, 중국, 인도에 정제팜
유와 PFAD(Palm Fatty Acid Distillate, 팜 지방산) 등을 수출. 

Intan Sejati 
Andalan

(정제) 리아우 주에 위치한 정제업체. 주로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에 정제팜유 및 PFAD 등 수
출. 

Tanjung Sarana 
Lestari

(정제) Astra Agro Lestari의 자회사로, 주로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에 CPO(Crude Palm Oil)
와 정제팜유를 수출하고, 한국으로는 정제팜유와 PFAD 등을 수출. 

Intibenua 
Perkasatama

(가공 및 유통) 전세계에 팜유 및 팜유 가공제품을 수출. 한국에도 정제팜유 및 PKE(Palm 
Kernel Expeller), PFAD 등 다양하게 수출. 

그 외에도 Astra Agro Lestari 가 2019년부터 2021년 9월사

이 한국 기업에 팜 정제유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

하여 Selago Makmur Plantation, Intan Sejati Andalan와 함

께 이 세 곳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팜 정제유의 양이 전체 수출

양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바이오연료 제조사 외에도 식용유지 정제를 하거나, 바이오연

료 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대경O&T와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생

산하는 LG생활건강이 팜 정제유 수입 각각 5, 6위를 차지하였

다(표 11).

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GS홀딩스

애경유화 기타 (대한민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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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인도네시아산 팜유 주요 수출·수입 물동량9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팜 정제유는 주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수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국내 바이

오디젤 생산 1위로 알려진 SK에코프라임 (전 SK케미칼)의 팜 

정제유 수입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SK에코프라임이 

주로 팜 부산물인 PFAD(Palm Fatty Acid Distillate)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94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

지의 인도네시아 HS Code 3823. 19에 해당하는 PFAD의 무

역 자료를 확보한 결과, 총 582,374톤의 PFAD가 한국으로 수

출되었다. 

SK에코프라임의 전신인 SK케미칼은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

아산 PFAD 254,979톤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량 중 43.8%

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단석산업은 인도네시아산 PFAD 

75,922톤을 수입하며 전체 수입량의 13%를 차지하였다. 한

편 SK에코프라임이 2020년부터 독자적으로 수입한 인도네

시아산 PFAD의 양은 17,024톤으로 2.9%에 머물렀다(표 

14).95

[표 14] 인도네시아산 PFAD 업체별 수입량96

[표 16] 인도네시아산 PFAD 주요 수출·수입업체

한국 바이오연료 제조사에 인도네시아산 PFAD를 주로 공급하

는 기업은 Wilmar International의 자회사와 Musim Mas인데 

이 기업들은 세계 최대의 팜유 무역상으로 전세계에 팜유를 공

급하고 있다(표 15).

[표 15] 인도네시아산 PFAD 업체별 수출량97

 순위 기업명 수입량(톤) 비율(%)

1  SK케미칼 254,979  43.8

2 단석산업 75,922 13.0

3 우정에코 22,961 3.9

4
 Ecogreen Oleochemicals 

Singapore 
22,702 3.9

5 Virgoz Oils & Fats 20,672 3.5

6  SK에코프라임 17,024 2.9

7 Astra-KLK 16,299 2.8

8  Gideon Agri 15,000 2.6

9 애경유화 14,971 2.6

10 SK디스커버리  14,250 2.4

기타 107,593 18.5

합계 582,374

 순위 기업명 수출량(톤) 비율(%)

1 Wilmar International 112,395 19.3

2 Musim Mas 79,405 13.6

3 Astra Agro Lestari 49,119 8.4

4 Batara Elok Semesta Terpadu 38,184 6.6

5 First Pacific Company 37,300 6.4

6 Selago Makmur Plantation 30,993 5.3

7 Ecogreen Oleochemicals 30,963 5.3

8 Sinar Mas Group 26,732 4.6

9 Soci Mas 19,762 3.4

10 Tunas Baru Lampung 19,626 3.4

기타 137,895   23.7

합계 582,374 

수입업체

SK케미칼
(석유화학) 2008년 바이오에너지 사업 시작하여 업계 1위 점유율 자랑하였으나 
2020년 초 해당 사업부를 한앤컴퍼니에게 매각하였음. 

SK에코프라임 
(전 SK케미칼)

(바이오연료 제조) 바이오디젤 생산량 14만톤(2021. 5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33%로 1위 (2021. 6 기준). SK이노베이션, S-OIL 등에 납품.  

수출업체

Wilmar Nabati 
Indonesia

(정제업, 바이오디젤 생산) 세계 최대의 팜오일 무역상이자 농산기업(agribusiness)인 
Wilmar International의 자회사로 정제팜유와 팜 부산물을 전세계에 공급. 

Wilmar 
Bioenergi 
Indonesia

(바이오디젤 생산) Wilmar International의 자회사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 

Musim Mas (무역상) 세계 최대의 팜유 무역상이자 농산기업으로 전세계에 정제팜유와 
팜 부산물을 전세계에 공급. 

단위 : 톤

제이씨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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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도네시아산 PFAD 주요 수출·수입 물동량98

[그림 18]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공급되는 방법

팜유 농장에서 수확한 FFB(Fresh Fruit Bunch, 열매다발)는 

24시간 내에 착유를 하기 위해 인근 착유 공장(Palm Oil Mill)

로 운송이 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4,000ha 이상의 팜유 농장

을 소유하거나 이를 소유한 기업의 자회사만 착유 및 분쇄 공장

을 운영할 수 있어서 공급망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인도네시아

의 경우 플랜테이션을 소유하지 않아도 착유 및 분쇄 공장을 운

영할 수 있어 공급망이 더욱 복잡하다. 플랜테이션을 직접 소유

하지 않은 착유시설에서는 제3자로부터 FFB를 구입하는데 이 

경우 공급망이 더욱 복잡해진다.99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장에서 FFB를 공급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는 기업이 소유한 농장(Inti)에서 수확

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플라즈마(Plasma)에서 공급을 받는 

경우인데, 플라즈마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250 ha이상의 플

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업허가 지역의 최소 20%를 

2. 팜유와 팜 부산물의 공급망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농장이다.100 마지막으로는 플랜테이션이 

없는 착유 공장의 경우 제3자에게서 FFB를 구입을 하는데, 이 

경우 제3자에게 FFB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이 된다. 

제3자를 통해 FFB를 공급받는 방법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1) FFB 공급자가 팜유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직접 공급을 하는 

경우, (2) 소규모 농부들로부터 FFB를 직접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3) FFB를 농부들에게 매입한 중개인에게 대규모로 매입

을 하여 FFB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은 여

러 농장에서 공급받은 FFB를 품질에 따라 분류를 하여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인

도네시아 법으로는 중개인들에 대해 관리하는 근거가 없어 공

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규제가 

되지 않고 이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101

[그림 19] 제3자를 통한 FFB 공급 방법

공장 (Mill)

제 3 자

기업소유 농장 (Inti)

플라즈마(Plasma)

공장 (Mill)

농장 직접 공급

중개인농부

SK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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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팜유의 공급망 실사 리스크 분석

이번 장에서는 팜유 및 팜 부산물의 공급망에 존재하는 리스크

에 대해 개괄하고 한국 팜유 기업이 실제로 수입한 인도네시아

산 팜유 공급망에 존재하는 리스크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표 17]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틀 (인도네시아산 팜유)

기본 범주 세부 범주 예시 식별 여부

1. 사회·인권적 리스크

아동노동 취학의무에 해당하는 아동의 고용; 취업최저연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사례; 18세 미만에 대한 가혹한 형태의 노동 (건강, 안전의 저해) ✓

강제노동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대한 ILO 협약 위반; 채무담보 및 인신매매로 인한 노동

노예제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예속상태 및 지배력, 억압의 행사

노동 보호 의무 경시 근로수단의 준비에 있어 불충분한 안전기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의 결여; 부적합한 근무시간 및 체계 ✓

결사의 자유 경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금지 (파업권, 단체교섭권 포함) ✓
고용, 임금 불평등 대우 금

지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장애, 성적지향, 연령, 성별, 정치적 견해, 종교 등에 근거
한 불평등한 대우 ✓

강제퇴거금지 위법한 강제퇴거의 금지;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 미이행 ✓
토지, 산림, 물 이용 박탈 

금지
토지, 숲과 물의 취득, 경작 또는 기타의 이용에서 토지, 산림, 물의 위법적 박탈의 
금지 ✓

사적 또는 공적 보안군의 
위탁 및 비인도적 대우 금

지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대한 금지 경시; 신체, 생명권 침해 및 결
사의 자유와 단결권 침해 ✓

현지 실정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조사 및 재판

기업 활동 중 현지의 사회, 인권, 환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법정
에 선 경우, 혹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포함 ✓

2. 환경적 리스크

토지 황폐화와 
토지 이용 변화

산지에서 타 용도로, 혹은 일차림에서 이차림 혹은 플랜테이션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포함; 또한 지속불가능한 벌채 행위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토양유실이 발생하는 
경우

✓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벌채로 인한 생태적소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
색목록 등에 포함된 생물종의 서식지가 포함되는 경우; 그 외에도 생태적으로 중요
한 가치가 있는 토착종(endemic species)을 벌채하거나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하
는 경우 

✓

토양오염 식량의 지속 및 생산에 필요한 자연적 기반에 대한 현저한 훼손 ✓
수질오염 및 

과도한 물 사용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방해 ✓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 
초래

유해소음방출 및 
기타 환경·건강적 손해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공해 및 건강 피해

사업장 안팎 및 
플랜테이션 내 화재

사업장 내에서 분진으로 인한 화재나 이에 대한 안전교육, 대응의 경시로 인한 피
해; 플랜테이션에서 고의나 사고로 인한 화재를 통해 산림 개간 및 조림이 이뤄지는 
경우를 포함

✓

지속가능성 인증 및 합법적 
교역에 대한 

국내 및 국제법 위반

목재 및 산림경영, 팜유 등의 생산·가공·유통에서의 지속가능성 인증서(예: FSC, 
PEFC, RSPO) 원칙을 위반할 위협·개연적 증거가 있는 상황; 합법목재교역에 대한 
국제법 및 가이드라인(예: Lacey Act, FLEGT, SVLK, 합법목재 교역제도)의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할 위협·개연적 증거가 있는 상황

✓

[그림 20] 팜유 및 팜 부산물 공급망

팜유와 팜 부산물의 공급망은 출발지와 도착지 – 최초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 가 다양하고 그 수도 많은 반면, 중간 단계에 있

는 정제업자 및 무역상들의 수는 많지 않아 전형적인 모래시계

형의 공급망 구조를 갖고 있다. 팜유 정제 및 가공 과정은 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 집중되어 있다.102 이후 소

수의 정제업자들은 정제한 팜유 및 팜 부산물을 식품, 화장품, 

연료, 사료 등을 만드는 다양한 기업에 판매를 한다. 이러한 과

정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의 공급망을 매우 복잡하고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플랜테이션

공장 공장

정제업체

제조사

식용유 아이스크림 비누 사료 바이오연료라면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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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팜유 공급망의 환경∙사회∙인권 리스크
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
팜유의 주요 생산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 농

장의 확장이 가장 중요한 산림벌채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도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중 45%가 약 30년 전에는 숲이

었던 지역이었다.103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팜유 생산 및 

수출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산림의 면적이 연 평균 

270,000 ha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04

동남아시아에서의 팜유 농장의 환경∙사회 리스크가 부각이 되

자 많은 기업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팜유 농장을 확산하려고 하

고 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생태계 파괴와 토착민, 지

역 공동체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105

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한 한국(계) 기업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서 팜유 농장을 

개간하며 총 26,500 ha에 이르는 산림을 파괴하였다.106 이에 

대해 2015년 노르웨이 연금기금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 침해 리스크’라 밝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 모회사

인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배제하였다.107 이후 2018년 네덜

란드 연금기금 또한 산림벌채를 이유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였다.108 

한편 한국계 기업인 코린도(Korindo)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와 북 말루쿠 주에서 약 50,000 ha 이상의 산림을 파괴하

였다.109 코린도는 산림벌채와 토착민 권리 침해로 FSC에 진

정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 FSC는 코린도가 지난 5년 동안 

30,000 ha 이상의 열대 우림을 파괴하고 토착민의 전통적 권

리를 침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110  이후에도 코린도는 문

제 해결을 위한 절차에 합의하지 않아 2021년 7월, FSC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였다.111

2016. 6. 4. PT Papua Agro Lestari (코린도)의 산림파괴 현장 ⓒMighty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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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산림 개간을 통한 경작지 확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토양

과 나무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

시킨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열대우림에서 팜유 농장으로 전

환된 숲 1 ha당 174톤의 탄소를 배출시키며 기후변화에 기여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112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이탄지

(peatland)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이탄지는 수 세기 동안 죽

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로, 일반 산림의 

18배에서 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가 보존되어 거대한 자연 탄

소저장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농장 개발 과정에서 이탄지가 훼손되며 막대한 양의 탄소

가 배출되었다.113

2018. 12. 5. 중부 칼리만탄에 있는 이탄습지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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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물다양성 훼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대림과 이탄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

식하고 있는데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서식지 파괴 외에도 플랜테이션에서 사용되는 화학비

료 및 살충제와 같은 화학제품의 유출은 인근 담수의 수중 생물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플랜테이션 내에서 일

어나는 조류, 포유류와 뱀의 밀렵도 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 감

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일종을 대량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에서 대부분의 종이 양과 

다양성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급격한 감소를 하게 되는데 팜유 

농장의 식물다양성은 자연림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동물다

양성 또한 10-3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제

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등재된 포유류는 85%가 감소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오랑우탄,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등이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114

2018. 12. 5 보르네오오랑우탄생존재단(BOSF)이 중부 칼리만탄에서 운영하는 
오랑우탄 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 파푸아 토착민들의 숲과 토지를 강탈하는 플랜테이션 기업에 대항하는 토착민들 ©PUSAKA 

[그림21] 생물 군별로 원시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했을 때 종 다양성과 총 개체수의 차이. 화살표의 출발점이 원시림에서의 상태이며 
화살표 도달점이 팜유 지역의 상태를 나타냄. 
(출처. Meijaard, E. et al(2018), “Oil palm and biodiversity. A situation analysis by the IUCN Oil Palm Task Force”, T.M. Brooks, Ed.,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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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 분쟁 
팜유 농장이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가 조상 대대로 공유지로 삼

아온 영토에까지 확장이 되면서 토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1,400만 ha의 팜유 농장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토

착민과 지역 공동체, 소농과 기업 사이에서 토지 분쟁이 끊임없

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

로 침체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더 공격적으

로 토지 확보에 나서고 분쟁을 야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도네시아의 NGO 연대체인 KPA(Konsorsium Pembaruan 

Agraria)에서 2020년에 관찰한 토지 분쟁은 241건이며 이 중 

122건이 플랜테이션의 확장으로 인한 토지 분쟁이었는데, 이는 

2019년의 87건에서 28%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경제 침체기에

는 토지 분쟁이 감소했던 과거와는 다른 현상으로, 특히 팜유와 

펄프 목재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토지 확보에 나

선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KPA는 판단하였다.115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농
업 분쟁의 주요 원인은 플랜테
이션과 조림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2020년도에 분
쟁이 심각하게 증가하였습니
다. 땅에 굶주려 있는 플랜테
이션 산업은 종종 사람들이 살
고 농사를 짓는 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KPA 사무총장 Dewi Kartika116

[그림 22] 2020년 토지 분쟁을 야기한 기업 목록 
(출처. Konsorsium Pembaruan Agraria(2021.1.6), “Catatan Akhir Tahun 2020 Konsorsium Pembaruan Agraria Edisi Peluncuran I : 
Laporan Konflik Agraria di Masa Pandemi dan Krisis Ekonom”)

2016. 서부 칼리만탄의 PT. Sintang Raya의 토지 강탈에 대해 항의하는 
지역 주민들 © Agra Kalimantan Barat

토지환경옹호자 탄압

토지 분쟁 과정에서 기업이나 정부가 토착민, 지역 공동체, 주

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토지환

경옹호자(Land and environmental defender)라고 한다. 

글로벌 위트니스 (Global Witness)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1540명에 달하는 토지환경옹호

자가 살해를 당했다.117

KPA에 따르면 2020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토지 분쟁으로 인

하여 토지환경옹호자들에 대한 범죄화(criminalization)가 

134건 발생하였으며 11명이 사망하였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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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아이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Kindiki 마을의 Friska Basik-basik  © Albertus Vembrianto for The Gecko Project/ Mongabay 2016. 11. 리아우 주의 PT. Inecda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 공익법센터 어필

바. 물에 대한 권리 침해  
팜유 농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왔던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는 플랜테이션 운영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인근 수질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강에서 

잡히는 어종의 변화와 자라는 식물의 종류와 수가 변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플랜테이션에서 살포되는 다량의 제초제와 

살충제, 화학 비료와 착유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고려

할 때 인근 강과 호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다. 

팜유 기업은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폐기물 규제 및 오염 기준에

는 미달하는 것으로 수질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강

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

다. 

사. 팜유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FFB 수확, 화학물질 

살포, 농장 정리, FFB 운반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이들은 모

두 하루에 마쳐야 하는 업무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타깃

(target)이라고 한다. FFB 수확 노동자가 과도한 타깃으로 업무

를 마치지 못하여 아내나 아이들을 무임금 노동에 동원하는 사

례는 잘 알려져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화학물질 살포 업무를 맡는데 유해한 화

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보호장비를 

적절하게 지급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한 플랜테이션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사례가 

만연하다는 것이 보도되며 여성 노동자들이 다중의 고통에 시

달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21

“팜유가 우리 땅을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 피부는 어둡고 
메말라가고, 우리 몸은 쇠약해
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작고 허약해요. 많은 아이들이 
숲에서 걷는 것을 배우기도 전
에 죽어요. 마린 부족이 쌀과 
라면을 먹고 있어요. 팜유가 
도래한 후로 모든 사람이 굶주
리고 있어요. 이 굶주림은 사
라지지 않아요.”
– 팜유 플래테이션으로 숲을 잃은 마린 부족 어머니 120

마. 식량권 침해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개발되는 지역의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

는 전통적인 지혜를 활용하여 자급자족 기반의 생활 양식을 유

지해온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통적으로 식량을 구하던 숲

과 땅이 플랜테이션으로 바뀌거나 플랜테이션의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오염이 되면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119

토착민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플랜테이션의 노동자가 되어 임금

을 받아 식량을 구하는 경우에도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

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들이 전통적으

로 주식으로 삼던 식량 대신, 다른 식량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

나 이는 이들이 주식으로 삼는 식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품이 

될 수 없다. 결국 팜유 농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식량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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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기업 팜유 공급망의 
      환경∙ 사회∙ 인권 리스크
불투명한 공급망에서 은폐되는 환경∙ 사회∙ 인권 리스크
이러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팜유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플랜테이션까지의 공급망을 정확히 파악을 하

고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리스크에 대해 식

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인 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팜유 주요 구매자들의 팜유의 공급망에서 발생

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자발적인 정책조차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주로 팜유를 구입한 인도네시아 기업들 또

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팜유 거래 관행은 결

국 지속 불가능한 팜유가 거래되는 누출 시장(leakage market)

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122

실제로 한국 기업의 팜유 공급망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인권∙리스크가 발견되었다. 

관습적 권리가 무시된 채 시작된
 PT Selago Makmur Plantation 플랜테이션

PT Selago Makmur Plantation (PT SMP)은 2019년부터 

2021년 9월 사이 한국에 팜 정제유 129,220톤을 수출하며 

가장 많이 수출하였다. 이들은 제이씨케미칼과 GS홀딩스에 

주로 수출을 하며 바이오연료 제조사들의 주요 공급자가 되었

다. 

PT SMP는 서부 수마트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플랜테이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제 시설 또한 보유하고 있다. 1998년 PT 

SMP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지역 주민들의 관습적 권리가 제

대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후 PT SMP가 

위치한 Dharmasraya 지역은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플랜테이션을 위해 산림 전용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 

결과 인근 이차림의 면적이 67% 이상 감소하였다.123 

한편 2020년 PT SMP의 팜유 가공 공장에서는 코로나19 발

생 이후 수익 감소를 이유로 61명의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였

으며 노조활동을 훼방하였다는 보도가 되었다.124

보호구역에 위치한 PT Intan Sejati Andlan 의 
산림벌채 고위험 공장

PT Intan Sejati Andlan (PT ISA)는 2019년부터 2021년 9

월 사이 한국에 팜 정제유 85,249톤 수출하며 PT SMP 다음

으로 많이 수출하였다. 이들은 PT SMP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연료 제조사들에게 주로 팜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

다. 

PT ISA의 공장은 2016년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에 의하여 산림벌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다. 공장이 위치한 곳은 리아우 주의 Siak Kecil 보호구

역과 Balai Raja 야생동물 보호구역 인근 지역으로 사람의 손

이 닿지 않은 숲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해당 지역

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할 뿐 아니라 풍성한 

생물다양성과 탄소보존량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

년 이후로 공장 인근 지역에서 200,000 ha의 산림벌채가 일

어났으며 이후에도 300,000 ha까지 산림벌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125  

한편 PT ISA가 2020년 산림환경부 산하 기관인 Gakkum에 

환경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Gakkum 사건 처리 리스트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26 

P T  I S A 의  모 기 업 인  M a h k o t a 그 룹 은  N D P E ( N 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벌채∙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를 선언하며 투명성을 확보하

고, 토착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강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선

언을 하였으나 각 기업의 공급망, 공장 리스트가 공개 되어있

지 않으며 NDPE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NDPE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Kutai Refinery 
Nusantara의 산림벌채와 지역 주민 권리 침해

Kutai Refinery Nusantara(KRN)는 2021년부터 애경케미칼

에 정제 팜유와 정제 팜 스테아린을 공급하기 시작한 업체이

다. KRN은 Apical Group의 자회사로 Apical Group은 2014

년에 NDPE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의 공급망에서 환경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KRN의 공급자 중 북부 칼리만탄 섬에 위치한 PT Kayan 

Plantation에서는 2016년 이후로 1,600ha에 이르는 산림벌

채가 발생했는데 이중 160 ha에 대한 산림벌채는 2020년에

도 발생하였다.127 한편 동부 칼리만탄 섬에 위치한 KRN의 공

급자 인 PT Waru Kaltim Plantation에서는 1,800 ha에 이

르는 지역 주민들의 땅을 강탈하여 2011년부터 토지 분쟁이 

계속되었다.128

Wilmar Indonesia, 세계 최대의 팜유 기업에 
굳건히 존재하는 산림벌채와 인권침해

Wilmar Nabati Indonesia와 Wilmar Bioenergi는 세계 최

대의 팜유 생산, 정제 및 유통업자인 Wilmar International

의 자회사이다. 2019년부터 2021년 9월 사이 한국에 PFAD

를 112,395톤을 수출하며 PFAD 수출업자 중 1위가 되었다. 

Wilmar International은 2004년도에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을 위한 협의

체)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3년 12월에 NDPE 정책을 도입

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공급망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정책 이

행 사항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Wilmar International의 공급망에서는 환경, 인권 문

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발적 선언이나 인증제 획득이 그

린워싱(green washing)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범위한 생산자와 공급자에게서 발생한 문제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

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산림벌채

Wilmar International은 NDPE 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

림벌채에 연루가 되고 있다. 2020년에도 인도네시아 최 동단

의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공급자인 PT Medcopapua Hijau 

Selaras가 자연림을 파괴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129  

토지 강탈의 확산  

Wilmar International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외에도 아

프리카에도 팜유 생산기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

서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130  

RSPO 기준 위반에도 회원 자격 유지 

Wilmar International이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Kapa 토착민들의 자유의사

에 의한 사전인지동의 (FPIC)를 위반한 것으로 RSPO에서 판

단을 내렸으나131 RSPO는 여전히 Wilmar International의 회

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구조적 노동권 침해 

Wilmar International에 공급을 하는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플랜테이션에서는 아동 노동, 독성이 강한 농약인 파라콰트

(paraquat) 사용, 과도한 타깃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초 저

임금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

었다.132  

2018. Sulawesid의 Wilmar 정유소에서 시위를 하는 그린피스 활동가들 
©Rendra Hernawan / Greenpeace (상, 하), Jurnasyanto Sukarno / Greenpeace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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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인권 리스크를 수입국에서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살펴본다. 해외 여러 나라의 기존 제도의 한

계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소개하고, 한국의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본다. 

1. 산림벌채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나라의 제도 변화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는 불법 벌채 목재의 수입 금지를 통해 산

림벌채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산림벌

채가 목재 외에도 농산물, 특히 바이오연료 및 축산업을 위한 

사료로 사용되는 데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목재 외의 다

양한 농산물을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있

다. 또한 단순히 원산국에서의 적법성(legality) 여부 만을 검

토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국에서 ‘합법적’인 행위라도 산림벌채

를 야기하거나 이로부터 야기되는 인권침해까지 고려해야하

는 리스크라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사(due 

diligence) 방식 또한 단순히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3자를 통한 

인증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

스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방식

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1)  기존 제도의 한계 
가. 정부 정책의 한계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수입하는 여러 국가들은 산림벌채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왔다. 2009년 미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수입과 유

통을 불법으로 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후, 호주와 EU, 말

레이시아,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시 합법목재의 조달을 요구하거나 수입업자에게 실

사(due diligence)를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

한 목재 원산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양자협약을 맺어 원산국에

서 합법적으로 채벌된 목재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 수입국에서 

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법성을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목재 채벌의 합법 여부에 대해 목재 원

산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현지 법이 ‘불법 

벌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불법 벌채 규제 의지 및 집행력

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행위가 규제되지 않

을 수도 있다. 또한 주요 목재 원산국에서 서류 조작, 뇌물 수

수로 적법하지 않게 ‘합법’을 인증하는 문서가 발급되는 경

우가 빈번하여 불법 벌채 위험 고려에 있어서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함께 활용되기도 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산국 발행의 합법 인증 문서의 신뢰도

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133

나. 자발적 선언 및 인증제도의 한계 
한편 산업계는 자발적인 선언이나 제3자를 통한 인증제도를 통

해 산림벌채 문제에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선언

은 태생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외부 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하여 

한계가 명백하며, 제3자를 통한 인증제도 역시 산림벌채와 인

권침해를 일으킨 기업도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은 후에도 같

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FSC 로고가 부착된 상품  ©기후솔루션

제 3자 인증제도 및 라벨만으로는 산림과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상품이 EU의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기존에 존재하는 다수
의 인증 제도 및 라벨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
며,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 소비자의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
는 정책적 조치는 산림벌채를 야기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한다. 이
는 지속 가능한 생산을 주류적인 흐름으로 만들기 위
해 불충분하다. … 

– EU가 초래하는 전세계의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되돌릴 수 있는 법안을 
    EU집행위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에서 (2020.10.22)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전락한 제3자 인증제도

수많은 소비재에서 로고를 찾을 수  있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은 산림 업계에

서 가장 널리 확산되어 있는 인증제도이다. FSC는 해당 인증 

로고가 붙어 있는 제품이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증

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SC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나 공급

망에서 여전히 산림벌채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NGO들은 FSC 설립 초창기부터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

나 FSC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134  

한편, 지난 30여년간 열대우림 파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팜유 업계에서는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

회)가 대표적인 제3자 인증제도이다. 그러나 RSPO가 산림 보

호와 이탄지 보호, 산불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토

지 강탈(land grabbing)과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의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NGO들은 RSPO 설립 초

창기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으나 

RSPO 역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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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규제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 법안

2021년, EU,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산림벌

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제정되었다. 세 국가의 

법안 모두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상품들의 역내 수입

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 EU 
EU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림벌채로 야기된 상품을 수

입하고 있는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136 전 세계적인 산림벌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 정책을 이행

해왔다. 그러나 2020년, EU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발적인 제3자 인증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EU목재 규제(EU Timber 

Regulation, EUTR)의 범위와 이행수준으로는 전 세계의 산림

벌채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보다 강력한 공급망 실

사 법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EU의회는 

EU가 초래하는 전 세계의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137

이후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산림벌채로부터 자유로운 제품

들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제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을 발표하였다.138 해당 법안은 

산림벌채 및 산림황폐화와 연관이 있는 제품을 지정해 해당 지

역에서 생산된 농산품 및 파생제품이 EU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

하고 EU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법안은 ‘산림벌채로부터 자유로운(deforestation-free)’ 것에 

대해 관련 제품(relevant commodities and products)과 목재

(wood)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산림벌채로부터 자유

로운 제품은 기준 시점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산림벌채

가 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상품과 이러한 상품을 이용해서 

제조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목재의 경우 보다 엄격한 정의

가 적용되어 기준 시점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산림 황폐

화를 야기하지 않고 수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이 규정하는 산림벌채는 광범위하다. ‘산림벌채’는 

산지가 농업적 이용을 위해 전용되는 것을 말한다. ‘산림황폐

화’는 이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확으로 

인해 생물학적, 경제적 활동량과 산림 생태계의 복잡성이 감소 

또는 상실되어 산림으로부터 얻는 목재나 생물다양성 등의 혜

택의 전체적인 규모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산림벌채와 관련성이 크다고 지목된 농산물은 크게 6개 항목

으로 소, 코코아, 커피, 팜 나무, 대두, 목재이다. 해당 목록에

는 지정 농산품을 포함 및 가공한 파생제품과 농산품을 먹이

로 준 가축으로 생산한 파생제품도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지정제품이 EU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EU시장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해서는 (1) 산림벌채로부터 자유롭고, (2) 제품의 

생산 과정이 원산국의 법을 모두 준수하고, (3) 실사 성명서

(due diligence statement)에 의해 검토가 되어야한다. 

산림벌채로부터 자유로운 지정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원

산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제출할 의무가 

부여되며, GPS 좌표 혹은 위성 사진을 통해 상품이 벌채 지역

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수집을 

통해 산림벌채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산림벌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산림벌채 혹은 관

련 법령 미 준수 위험이 어느 수준 이상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리고 실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시

장 진입과 수출이 금지된다. 산림벌채 위험이 식별된 경우에

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은 아래에 소개될 미국과 영국의 유사법(안)보

다 한발 강화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산림벌

채 고위험 상품 의무조항은 불법적인 산림벌채만 다루고 있지

만 EU의 규정은 합법적인 산림벌채의 경우에도 기준 시기 이

후의 벌채는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

입 뿐만 아니라 유통과 수출 등 지정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기

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각 회원국들은 기업들의 원산지 국가의 법 준수 여부와 해당

지역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벌채 지역인지에 대해 보고

한 정보 등의 사실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 법안에서 부과된 의

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임시조치로서 수입이나 

수출 등을 일시중단 시킬 수 있다. 법안의 위반이 확인되면 시

장 진입 또는 수출의 금지, 제품 리콜,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로는 벌금,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등의 페널티를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EU 의회 및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나, 집행위는 제정시기를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

안 제정 시 대기업에는 12개월,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법안 제정 후 2년 내 발행될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이탄지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토지 

및 고탄소축적(High Carbon Stock) 토지에까지 법안을 확장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러나 EU의회와 시민사회는 법안이 효과적으로 산림벌채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EU의회 환경보건식품

안전위원회(Committee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는 옥수수와 고무가 지정제품 목록에 포함되

지 않은 점, 다른 자연 생태계를 제외한 산림만을 다루는 점, 지

역 주민과 토착민들의 권리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점, 금융계와 

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139 시민사회는 산림벌채 위험이 높은 지정제품의 범위

를 좁히면 그저 다른 상품을 위한 산림벌채가 이어질 뿐이라며 

법안이 적용되는 제품이 특히 옥수수와 고무를 포함하도록 확

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40

나. 영국
영국은 2020년 EU를 탈퇴하며 그동안 EU 주도로 이뤄져 온 환

경 규제에서 벗어나 빠르게 바뀌는 환경 이슈에 더 유연하고 민

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법 (Environmental Act)을 개정

했다. 이에 새롭게 마련된 2021년 환경법의 부칙 17141은 내각

장관이 지정하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의 생

산 과정에서 현지 법령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을 영국 내 

상업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금지 대상이 되는 상품을 법안에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한 

EU나 미국과 달리 영국은 법이 적용되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

품’의 지정 권한을 내각장관에게 위임하여 유연성을 담보하였

다. 내각장관은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산림이 농지로 전용되고 있

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상품을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으

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협의 결과에 의하면 소고기, 가

죽 등의 소 관련 상품, 코코아, 커피, 옥수수, 팜유, 대두 등이 포

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범위에는 지정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뿐만 아니라 그 파생제품, 그리고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및 

그 파생 제품을 먹이로 준 동물로 생산한 제품도 포함된다. 또한 

개정 환경법은 이렇게 지정된 제품의 영국 내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상업적 활동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자국 기업 뿐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수입 및 수출을 하는 모든 기업과 그 자회

사들에게 법이 적용된다.

제품의 생산 과정이 생산국의 현지법 상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산림벌채’가 발생한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수출을 금지하는 

EU의 법안과 달리 영국의 환경법은 ‘적법성’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영국 내 상업적 활동에 

이용하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실사 시스템에서도 그러

하다. 기업은 실사 시스템을 통해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식별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제품이 현지법 상 적법

하게 생산되지 않았을 위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위험을 완

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실사 시스

템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하

여 당국이 이를 공개한다. 실사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산림벌

채 고위험 상품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상 제재나 형

사상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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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미국의 ‘2021년 적법하고 환경적인 해외 무역 조성법

(Fostering Overseas Rule of Law and Environmentally 

Sound Trade Act of 2021, 이하 “FOREST 법안”)’145은 공급

망에서의 산림벌채 실사 규제 흐름에 힘입어 42개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으며146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 발의되었다. FOREST

법안 또한 영국, EU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발적 인증

제 등의 시도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규제 체

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발의되었다.

FOREST 법안은 불법적으로 산림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된 지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지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제품이 

불법적 산림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되었을 위험을 평가 및 완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한

다. 현재 법안이 규정한 지정제품은 팜유, 대두, 코코아, 소, 고

무, 목재펄프 및 그 파생제품이다.

미국의 FOREST법은 ‘수입’과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입, 수출, 유통, 판매 등 상업적 활동을 폭넓게 포괄한 EU와 

영국의 법(안)과 달리, 미국의 법은 ‘수입’만을 법의 적용 대상 

행위로 둔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출이나 유통 등을 하는 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지정제품 중에서도 수입이 

금지되는 상품은 ‘불법적’ 산림벌채가 발생한 토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며, 실사를 할 때에도 ‘불법적’ 산림벌채에 대한 리

스크 평가 및 완화가 요구된다. 산림벌채가 불법적으로 발생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의 반부패, 토지보유권, 토

착민과 지역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와 관

련된 법의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미국 FOREST법안은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지정제품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요구하고, 국가 지정 해

제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수립

한 ‘행동계획(action plan)’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FOREST법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미국 시장 진입 가능

성이 높은 상품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적 산림벌채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책이 미비한 국가를 지정하여 관련 제도 등

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국가 지정에

는 산림벌채 상황 뿐만 아니라 토착민, 지역 주민, 환경 및 인권 

옹호자에 대한 권리 침해나 폭력 상황 또한 고려된다. 미국 무

역대표부는 지정 국가의 제도 개선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benchmark)’를 설정하고, 이 벤치마크 달성 여부에 따라 행동 

계획 지정을 해제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불법적 

산림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음을 보이는 수입 신고를 하면 되지만, 강화된 

실사가 요구되는 수입자는 제품의 원산지와 공급망 전반에 대

한 정보, 불법적 산림벌채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이행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sufficient information)’를 제공해야 

한다. 

FOREST 법안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금지 위반에 대해 

세관국경보호청 외부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하도록 하며, 수입자의 실사 및 수입 신고 의무에 대한 감사 절

차를 규정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불법적 산림벌

채에 사용한 외국 기업에도 재판관할권을 확장하여 의무 위반

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공조달에서는 직간접 공급자 및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의 원산지 정보 공개, 상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토

착민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FPIC) 

동의 절차 마련 등의 정책을 수립한 기업에게 입찰 가격의 10%

까지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실사를 장려한다.

FOREST법안은 산림벌채로 인해 많은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벌채의 ‘적법성’ 여부 검토와 강

화된 실사가 요구되는 행동계획 국가 지정, 공공조달에서의 특

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토착민의 권리 침해 상황을 고려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고려는 EU와 영국의 법

(안)이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영국의 환경법과 마찬가지로 ‘적법성’을 중심으로 한 미

국의 법안 또한 반(反) 환경적인 생산국의 정책들을 고려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147 특히,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산림벌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서 토

착민의 토지를 강탈하고 대규모 산림벌채가 합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시민

단체들은 FOREST 법이 효과적으로 산림벌채를 억제하려면 적

법성 여부를 넘어 모든 산림벌채가 공급망에서 사라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환경법은 2021년 11월 9일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발표되었으나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

이 정해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2021년 환경법은 영국의 환경법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 지에 관해 큰 틀을 마련하는 데에 초

점을 둔 법으로 세부적인 내용의 상당부분을 내각장관이 협의

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법의 적용 범위와 

이행 및 감독 방식은 하위법령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2021년 환경법은 영국의 공급망에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상업적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적인 적용대상에 대

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본래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142. 시민사회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산림벌채의 약 3분의 

1이 합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법성’을 중

심으로 하는 수입 금지나 실사 의무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 산림벌채를 합법화하기 위

해 여러 법개정이 한꺼번에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아마존

의 산림벌채 앞에 개정 환경법은 무력하다.

산림벌채와 더불어 토착민 및 산림 수호자 등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는 점 또한 개정 환경법에 대해 시민사회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다.143 산림의 농지 전용은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를 야기하는 등 인권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그러나 2021년 환경법은 산림벌채와 연결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숲에 의존해

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토착민의 권리와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영국의 COP26에서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

고 있다.144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하원 앞에 모인 시민들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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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유럽연합, 영국, 미국의 법안 비교148

EU 영국 미국

지정제품
팜유, 대두, 코코아, 소, 목재, 커피와 그  파
생제품(지정제품을 먹이로 준 동물로 생산
한 파생제품 포함)

취학의무에 해당하는 아동의 고용; 취업최
저연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
반사례; 18세 미만에 대한 가혹한 형태의 
노동 (건강, 안전의 저해)

팜유, 대두, 코코아, 소, 고무, 목재펄프 및 
파생제품149

적용행위
지정제품의 EU 시장 진입 (“placing and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및 수출

상업적 활동(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공급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매입)

수입

산림벌채 정의
인간이 발생시킨 것인지에 여부와 관계 없
이 농업적 이용(수경재배 및 원예 포함)을 
위해 산림을  전용하는 것

상품 생산을 목적으로 농업적 이용을 위해 
산림을 전용하는 것

농업이나 식재조림 등 산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자연적 산림을 전용하는 것

적법성 요건
제품의 생산과정이 원산지 국가의 법적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산림벌채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함

불법적 산림벌채만 규제 불법적 산림벌채만 규제

실사 의무

1) 공급망에 대한 정보 수집
2) 의무 위반에 대한 위험 평가
3) 무시할 수 없는(negligible) 수준의 의무 
위반 위험이 확인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
한 조치 이행

1)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2) 원산지 국가의 법률 미준수 위험 평가
3) 위험 완화 조치
세부적인 내용은 내각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불법적 산림벌채가 발생한 토지에서 상
품이 생산될 위험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이는 세관 
신고.
2) 무역대표부에서 “행동 계획”을 수립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망과 원
산지, 불법적 산림벌채 위험 평가 및 완화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정보 제공.

위험도별  
국가 분류

산림벌채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으로 원산국을 분류하여 그로부터 생
산된 제품에 대한 실사 의무를 차등 적용. 
저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첫번째 
실사 단계만이 요구되며, 고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회원국 당국이 더 면밀하
게 감독함.

정부에서 위험도별로 국가를 분류하지 않
음.

불법적 산림벌채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국가들을 미국 무역대표
부가 선정하여 보호책 강화를 위한 “행동계
획” 수립. 변화를 가늠하기 위한 “벤치마크”
를 설정하여 달성 여부에 따라 행동계획 지
정 해제 또는 연장 가능.

인권 고려

제품이 원산지 국가의 법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할 때에 토지이용권에 관련된 법을 고
려하지만 토착민이나 지역 주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

제품이 원산지 국가의 법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할 때에 토지소유권, 토지이용권에 관
련된 법을 고려하지만 토착민이나 지역 주
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
지 않음.

“불법적 산림벌채”의 의미에 토지이용권, 
토착민과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
동의에 관련한 법의 위반을 포함함.  “행동
계획” 국가 지정 시에도 관련 인권 상황을 
고려함. 

[그림 23]  유럽 각국의 공급망 실사법 입법 현황150

(3) 공급망 환경∙인권 실사 의무화 법안 

각국에서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전

반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공

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

거나 검토가 되고 있다. 공급망 환경∙인권 실사 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 즉 납품·협력 업체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고 내

용을 공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현재 유럽에서 프랑

스,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에 이와 같은 공급망 실사법이 제

정이 되었으며, 여러 나라에서도 공급망 인권 실사법 제정을 검

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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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랑스 
2017년 3월 28일, 프랑스의 ‘모기업과 위탁기업의 실천감독의

무법(Duty of Vigilance of Parent and Ordering Companies, 

이하 “실천감독의무법”)’151 이 제정되었다. 그간 유럽과 북미

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급망에서 발

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라나플라자

(Rana Plaza) 붕괴 사건을 계기로 논의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프랑스는 이 법을 통해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기업에 인

권 및 환경 침해의 위험에 대한 실천감독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을 상법에 신설하였다. 

실천감독의무법은 인권, 기본적 자유, 인간과 환경의 건강 및 

안전의 침해 위험(이하 “위험”)을 다룬다. 규제 대상인 위험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입법자들은 법에 따라 

부과되는 실천감독의무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기업으로 하여

금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위험 등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152

이러한 위험에 대해 프랑스 소재 자사 및 직간접 자회사 근로자

가 5천명 이상인 프랑스 상장기업 또는 전 세계적으로 자사 및 

직간접 자회사 근로자가 1만명 이상인 프랑스 상장기업은 실천

감독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실천감독계획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며, ①위험 파악, ②파악된 위

험에 관련한 정기적 평가, ③위험을 완화하고 심각한 침해를 예

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④위험의 발생 등에 관한 경고 

및 문제제기 절차 수립, ⑤앞선 조치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절차 

마련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실천감독계획의 범위는 해당기업 당사의 활동, 그의 통제 하에 

있는 직간접 자회사의 활동, 그리고 그와 확립된 사업관계에 있

는 하청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확립

된 사업관계(established commercial relationship)’란 사업

관계의 안정성, 지속성, 정기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체 간의 ‘신

뢰’ 중심의 개념으로, 실천감독의무의 맥락에서는 계약의 수행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153

실천감독의무법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으로 

그 이행을 담보한다. NGO 및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

업에 실천감독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에 공식적으

로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기업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제소하여 기업에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실천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기업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다. 법의 초안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

었지만 2017년 3월 23일,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기에는 법

문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되었

다.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은 공급업체, 하청업체를 통틀어 포

괄적인 실사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만하다.  
154 이는 다국적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침해 위험을 공급망 하위 

업체로 외주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프랑

스 법의 가장 명백한 한계는 이해당사자가 이 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 기업의 실사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

르고 제대로 된 실사의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

다.

법의 초안에서는 기업의 실천감독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피해

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기업이 

지도록 했으나 프랑스 기업단체의 로비에 막혀 의회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결국 통과된 법에 의거하면 피해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기업의 실천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그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밝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어려워지면서 실천감독의

무 절차도 실체적인 실사가 아닌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9년 초 기준, 프랑스 시민단

체 셰르파(Sherpa)는 80개의 실천감독계획만이 공개되었으

며 파악된 위험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는 등, 내용이 부실한 

것이 많다고 보고했다.155 또한, 셰르파가 2021년 발표한 보

고서에서는 실천감독의무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정

부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 목록을 여전히 발표하지 않

고 있으며,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 263 곳 중 

44 곳은 실천감독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

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156

나. 독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

etz)157 는 2016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행을 

위해 NAP(National Action Plan;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를 채

택하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기업에 법적 인권실사의무

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은 열띤 공방 끝에 우

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권실사를 하도록 하고, 차후 NAP 모니

터링 결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판단되면 입법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 2020년, NAP 모니터링 조사에서 

NAP 인권실사 기준을 충족한 500인 이상 기업은 13~17%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공급망 실사법 논의가 급 

물살을 타게 되었고, 2021년 6월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

을 앞두고 있다.158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 위험에 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여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 및 행정감독을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업은 근로자 3,000명 이상 고용 기업이지만 시행 1년 

후인 2024년부터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확장

된다. 기업의 정의가 광범위해 은행,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기업과 독일에 설립한 지사에서 노동자를 기준치 이상 고용한 

외국계 기업도 포함된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실사의 대상인 위험을 모호하게 정의한 

프랑스 법과 달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정

의하고 있다. 법에는 시민권 규약, 사회권 규약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주요협약 8개를 기반으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인 ‘인권 위험’ 10가지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아동노동

• 강제노동

• 노예제

• 산업재해 관련 노동보호 의무의 경시

• 결사의 자유의 경시

• 불평등한 대우

• 최저임금 지급 거부

• 환경피해(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유해한 소음방출, 

    과도한 물 소비)와 관련된 인권침해

• 위법한 강제퇴거

• 보안 인력의 폭력 등

마지막으로 이 외의 인권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특히 중

대하고 명확하게 위법인’ 기타 행위 또한 포함된다. 환경 위

험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에 따른 환경적 의무의 침해가 임박한 상황으로 정

의된다.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이러한 인권 및 환경 위험에 대한 실사

의 일환으로 당사의 고유한 사업영역에서의 기업활동과 직간접 

공급자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책임자 지정

•정기적인 위험분석의 실행

•기업인권 전략에 관한 원칙 채택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조치 마련

•고충처리제도 마련

•기업의 실사의무 이행 문서화 및 보고

단, 간접 공급자의 활동에 대한 실사는 정기적으로 예방적 차원

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급자의 활동에서 인권 및 환

경 위험에 대한 실체적 지식을 획득한 때에만 요구된다.

공 급 망  실 사 법 의  집 행 은  연 방 경 제  및  수 출 관 리 공 단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이하 

“BAFA”)이 약 130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담당한다. BAFA는 

포괄적인 개입권을 갖고 기업의 실사 보고서 검증과 기업의 실

사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이행강제금이나 질서위반금이 부

과될 수 있으며, 3년 간 공공조달계약 입찰이 금지된다. 기업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BAFA에 진정을 제

기하거나 기업 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에 손

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프랑스의 법에 비해 구체적이고 담당 

행정청의 권한을 강화하여 적용 대상 기업의 의무 이행을 확실

히 하고자 했다. 특히, 질서위반금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가 지나

치게 좁아 독일의 10인 이상 기업의 단 1% 만이 공급망 실사 

의무를 지게 된다.159 또한,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침해가 자주 발

생하는 섬유, 농업 등의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00

명 이상 고용 기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그보다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고위험군 기업에는 실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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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환경 위험을 ‘적법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포괄

적인 인권 실사를 하고자 하는 UNGP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노동 관행이 현

지에서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현지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접공급자에 대해서는 인권 및 환경 

위험 발생 가능성의 실체적인 지식을 획득한 때에만 실사를 요

구한다는 점 또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정기적이고 예방적인 실

사를 요구하는 UNGP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마지

막으로, 프랑스의 법과 달리 피해자가 기업에 실사 의무 미이행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큰 비판을 받고 있

다. 이와 관련된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실사 의무와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 

있고 집단소송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배상책

임을 기업에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급망실사 의무법안을 요구하는 500,000명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을 Reynders EU Commissioner에게 온라인으로 전달 ©Friends of the Earth Europe

다. EU
UNGP 등 기업 책임 경영에 대한 국제적 원칙이 기업의 자발

적 참여가 아닌 법적 의무가 되도록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

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각국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시도

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별로 상이한 법적 의무로 인해 유

럽 내 법적 불안정성과 절차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

려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법을 적용

하고자 2021년 3월 10일, EU 의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기업실사 및 기업책임 권고 결의안(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21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160을 채택했고, EU 집행위원회

는 2022년 2월 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를 위한 지침 제

안(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161을 발표했다.

발표된 EU 지침안은 EU 시장 내 기업이 당사와 자회사의 사

업활동, 확립된 사업관계를 통해 연결된 가치 사슬(value 

chain)에서의 사업활동에 관해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

적, 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실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기

업은 ①실사 정책 도입 ②부정적 영향 식별 및 방지, 완화, 중

단 ③진정 절차 운영 ④실사 관련 정보 공개의 의무를 진다.  

또한, 기업의 이사(director)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 결정이 인권, 기후변화 및 환경 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할 주의의무(duty of care)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업의 실사정책 도입 및 이행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EU 지침안의 적용 범위는 EU 회원국의 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EU 내에서 사업 활동

을 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500인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그룹 1)에 적용

되지만, 지정된 고위험 산업군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

는 경우에는 근로자 250명, 연간 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기

업(그룹 2)에도 적용된다. 고위험 산업군을 법안에서 지정한

다는 점이 프랑스나 독일 공급망 실사법과의 차이점이며, 의

류 산업, 농축산어업, 광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투자회

사 등 금융회사도 실사 의무를 지며 이들은 신용, 대출 및 기

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중

소기업을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의안에서 후퇴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162 

지침안은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세계인권선언,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생물다양성 협약 등 

부록에 열거된 국제 협약에 의거한 금지의무 위반으로 정의한

다. 보호되는 인권 및 환경을 나열하는 방식은 독일과 유사하나 

그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다. 또한, 그룹 1의 기업은 지구온난화

를 1.5 ℃ 이내로 억제하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와 지속 가능

한 경제로의 전환에 당사의 사업 모델 및 전략을 부합시키기 위

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큰 기업은 배출

량 감소 목표를 세워야 한다. EU 지침안은 기후위기 관련 의무

를 부과함으로써 프랑스, 독일 법에 비해 기업의 책임 범위를 크

게 넓혔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당사와 그 자회사, 당사의 가치 사슬에서의 사업 활동에

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혹은 실제적 부정적 영향이 발생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입법된 국내법 위반이 의

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감독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지침안의 

의무 위반에는 벌금 등 국내법으로 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

며,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일견 EU 지침안이 프랑스나 독일의 법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

한 부분이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

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163  지침안은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였으나 관계 회사가 EU 기업의 행동강령을 적용

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민사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

망 실사의무가 체크리스트 점검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

판하고 있다. 또한 입증 책임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어 피해자

가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로 제한이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제약이 예상된

다. 

지침안은 이제 EU의회와 이사회에서 회원국 간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지침안이 채택된다면 회원국은 지침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지침과 앞서 소개되

었던 ‘산림벌채로부터 자유로운 제품들에 대한 규정’은 상호 보

완적인 관계로 사안에 따라 동시 또는 각각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164  



8180

2. 산림벌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제도 현황

한국에서는 현재 범 지구적인 ‘산림벌채’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합법목재 교역제도가 있으나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정부가 해외에서 농업, 산림 자원을 개발하면서 산림벌

채를 하고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일들이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거버넌스) 열풍이 불고 있는 듯하나 

실제로 기업이 ESG등 비재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는 법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1) 합법목재 교역제도의 한계

한국은 한국과 목재 및 목재 제품을 거래하는 국가들에서 불

법 벌채(illegal logging)된 목재 및 이러한 목재를 사용한 목

재 제품의 교역을 금지하게 되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 및 목

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생산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

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관 과정에서 제출해

야한다. 제출된 서류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증을 하여 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이 되어 세관 

통관이 진행된다. 

[그림 24]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수입통관 시스템165

그러나 합법목재 교역제도는 앞서 해외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원산국에서 벌채 기준이 일반적으로 산

림벌채로 여기고 있는 활동도 합법적인 채벌로 인정하는 경우

나 정부의 행정력의 부족으로 불법 벌채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합법 벌채 목재가 아님에도 합법 벌채

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국의 서류 발급 과정에서 문

서 위조가 발생하더라도 식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 지구적인 산림벌채가 다양

한 농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합법목재 교

역제도는 오직 목재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산림벌채와 밀접하

게 연관된 다양한 환경, 인권 리스크가 아닌 단순히 ‘불법 벌채’

만을 규제하고 있어 산림벌채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제도라 보

기 어렵다. 또한 단순한 현 제도는 적법성 판단을 위해 문서 제

출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입법사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사와는 거리가 멀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 품목 지정 목재 : 1. 원목(HS 4403), 2. 제재목(HS 

4407), 3. 방부목재(HS 4407), 4. 난연목재(HS 4407), 

5. 집성재(HS 4407), 6. 합판(HS 4412), 7. 목재펠릿(HS 

4401.31)

목재 합법성 인정 서류 :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

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

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을 포함한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 if 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별표]

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

(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

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EU가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

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

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

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

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

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

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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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문제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사업과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이는 해외진출 인력양성, 투자환경조사 등을 위한 보조금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융자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2020년까지 14개국에 진출한 41개 기업에 총 

1,845억원을 융자로 제공하였으며,166 산림청에서는 2020년

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3개 기업에 총 2,169억원을 융자 지원

하였다.167

[표 19]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운영 한국 기업과 정부 융자 지원 현황171

이 중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

하여 팜유 농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산림벌채와 인권침

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168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서 사업을 하며 2012년

부터 2017년까지 26,500 ha에 달하는 산림을 파괴하고 토착

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나169 한국 정부

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약 430억원을 지

원하였다. 대상 주식회사는 서부 칼리만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이탄지를 훼손하고 토지 분쟁을 야기하였으나170 한국 

정부는 대상 주식회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약 69억을 지원

하였다. 

한국 정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

업을 지원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인권 리스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림벌채, 이탄지 훼손으로 

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산림청은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팜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2022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을 개정(2022. 1. 7.)하여 해외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원한 팜유 사업에 대해서

는 친환경 팜유 나무 조림 및 국제인증을 획득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기업

들에서도 여전히 산림벌채와 인권침해가 만연하기 때문에 국제

인증 획득을 통한 환경 및 인권 리스크에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

다. 또한 팜유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에서 환경 및 인권 리스

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및 인권 실사를 위해서는 단순

히 특정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 실사 기준을 수립해야한다.

기업 자회사 사업지 면적(ha) / 위치 보고된 CPO 
연간 생산량(톤)

융자금 지원 현황 
(백만원)

포스코인터내셔널 PT Bio. Inti Agrindo 34,184 / 파푸아 80,000 43,027

LX 인터내셔널

PT Parna Agromas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Dua 
PT Grand Utama Mandiri

31,513 / 서부 칼리만탄 150,000 9,975

삼성물산
PT Gandaerah Hendana
PT Inecda Plantation

21,703 / 리아우 100,000 해당 없음

대상
주식회사

PT Sintang Raya 11,212 /  서부 칼리만탄 35,000 6,924

제이씨케미칼 PT Niagamas Gemilang 3,774  / 동부 칼리만탄 45,000 20,109

합계 102,386 410,000 80,035

2022. 3. 15 무림제지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어필과 기후솔루션 활동가들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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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실사 의무제도의 부재

한편 현재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인권 리스크에 

대해 미리 식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와 관련

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국가인

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인권경영이 도입되었으나 효과적인 인권 

실사의 이행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172

2021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정책 기본법｣에는 기업

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기업의 인

권존중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국내 최초로 기

업의 공급망 내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하여 명시하게 되는 규정

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173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기업이 공

급망에서 의무적 인권 실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 한

계가 있다. 

(4) 역외(extraterritorial) 관할권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제도 미비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과 같이 공급망이 해외에 존재하는 경

우, 공급망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주도 기업(lead 

company), 즉 환경∙인권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모기업이거나 

원청, 주요 구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역외 관할권 인

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법부는 해외에서 발생

한 환경∙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

며,174 그 외에도 입증 책임 완화, 역외 증거 인정, 통번역 제공 

등 역외 관할권의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도 역외 관할권의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도 현저

히 낮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 및 적용범위의 한계로 인

해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정이 불가능하고, 한국 

NCP(OECD National Contact Point; 국가연락사무소)의 이

의제기 절차는 예산과 인력, 공정성, 투명성의 부족으로 구제

절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

다.175

팜유 농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토착민들에게 구제책 제공 
못한 한국 NCP

2019년 12월, KTNC Watch,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한국 NCP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

아 파푸아 주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ha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토착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

의(FPIC) 권리를 위반하고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OECD 

다국적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이의제기를 제출하였다.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 융자 지원을 한 수출입은행과 기

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또한 파푸아의 환경파괴와 토착민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의제기를 하였다.176

그러나 한국 NCP는 수출입은행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 융

자를 지원한 것이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업 행위’

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출입은행을 1차평가에서 제외를 

시켰다. 

총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한국 

NCP는 해외 이의제기자들에게 적절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

으며, 결과에 대해서 번역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의제기자들

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팜유 농장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발

생한 대규모 산림벌채와 수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토착

민들은 구제책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 NCP는 포스

코 인터내셔널의 RSPO 인증 획득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의 모범 사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한국 NCP가 

ESG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홍보를 하였다.177

한국NCP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열린 기자회견  ©공익법센터 어필



8786

부문에서는 산림 벌채 및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산림 생물다양성 감소, 합법목재 교역 등에 대한 자발적, 의

무적 협약 및 제도 위반, 미세먼지,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주를 이뤘고, 사회, 인권 부문에서는 토지 소유 및 이용

을 둘러싼 갈등, 지역 주민 및 토착민의 권리 침해, 화재에 취약

한 불안전한 노동현장과 불평등한 대우 및 노동조합 결사의 자

유 경시 등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이 20개의 

인덱스만 포함하고 있고, 또한 본 연구가 한국 행 인도네시아, 

베트남 두 개 국가의 세 가지 산림 상품(목재펠릿, 목재칩, 팜

유)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수입되는 산

림 상품의 공급망에는 훨씬 더 다양하고 높은 경도의 리스크들

이 산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수입을 

통해 산림벌채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고, 범 지구적인 산림보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산림상품 교역 관련 제도정비: 합법 목재 교역제도의 한계점

을 인지하고, 목재 제품의 합법성, 추적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있어 효력이 없는 현재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통관 절차와 감시를 강력히 강화해야 한

다. FSC, PEFC와 같은 자발적 인증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선례를 인지하고 인증제도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

식해야 한다. 

-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 환경∙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하여, 환경∙인

권 침해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상품에 대해서만 교역을 허용하

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야한다. 이와 동시에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 외에도 기

업이 사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에 

대한 실사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환경 인권 실사 의무화 법

안의 도입도 추진해야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스굽타 보고서를 비롯하여 최

근에 출간된 다수의 정책, 경제, 재정 관련 연구 결과와 기후

와 생물다양성 등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문들을 바탕으로 분

석해볼 때, 상품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산림 탄소

흡수원 감소 등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이행 방법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고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COP26 글래스고 산림 정상

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산림벌채에 대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on Forests, "NYDF"),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지속가능한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조항 등의 고위급 협약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 실사

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법제화하는 

시도가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 편, 지구 반

대편에서 한국은 이들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누출시장

(leakage market)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의 산림벌채 고위

험 상품 수입량과 수입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 과정

에서의 환경, 사회, 인권적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

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2장과 3장에서 국내 최대 5~10위 수입 기업의 산림 상품 공

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통한 산림벌채 고위험 상

품의 공급망 실사 리스크의 분석을 시도한 결과, 국내에 공급

되는 에너지 상품들 (목재펠릿, 목재칩, 팜유)의 사회, 환경, 

인권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마다 리스

크의 종류와 경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히 전반적으로 환경 

COP26 글래스고에 모인 기후 활동가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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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구제 접근성 강화: 단순히 실사를 이행한 것으로 기업

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생한 

환경∙인권 침해에 대해 주도 기업(lead company)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역외 피해자들이 한국 기

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국에서 구제절차

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외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NCP가 비사법적 구제절차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반복적

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한다.

-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재료로 크

게 의존하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보조제도

를 개혁해야 한다.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크게 의존하는 대형 

바이오매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들 연료의 퇴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해야한다. 특히, 식량기반 연료인 팜유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

유의 경우 명확한 퇴출 시기를 정하고, 퇴출 전까지 국내에서 유

통되는 모든 연료에 대한 강력한 지속가능성 인정기준을 수립

해야 한다. 원재료 사용이 많은 대형 바이오매스, 바이오 중유 

발전소의 조기 퇴출 방안을 모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

야한다. 

- 금융, 재정 지원 관련 제도 정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에 의거하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때 산림벌채 고위

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환경인권 리스크

에 대한 실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Taxonomy)에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재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녹색채권 발행이 용이하도록 ‘감축’ 

부문에 포함시킨 결정을 철회하고, 모든 대형 바이오에너지를 

K-Taxonomy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또한 이들 항목에 대해 현

안에서는 부재한 구체적인 배제기준과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제

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산림벌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국제 협약의 이행: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

의 산림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국내 정책

과의 긴밀한 연계(alignment)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2022년 CBD에서 채택될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

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범정부적 

협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해외배출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재

생에너지원 중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바

이오에너지(바이오매스, 팜유 기반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

한국은 2022년 산림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인 제15

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이하 “WFC”) 

개최를 앞두고 있다. WFC는 현재의 전 세계적 산림벌채, 산

림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 생물다

양성 및 다양한 관련 국제 협약에서 주목하고 있는 산림 문

제에 대한 전세계 정상들의 약속에 다시 쐐기를 박는 중요

한 이벤트이다. 한국은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세 개의 산

림 관련 정상 선언에 서명했으며, 산림, 농업, 상품의 무역에 

대한 FACT(Forest, Agriculture and Commodity Trade) 

Dialogue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WFC 기획안에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교역과 공급망 실

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무엇보다 산림청

은 각국이 서명할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에서 이 의

제를 부각시킬 의지가 없다. 지속 가능한 산림 상품의 생산과 

소비, 무역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이에 관한 의제 세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과 행동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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