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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아르헨티나의 자연 환경 

1. 위쳐 및 기후 

(1) 위치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위도상으로 서경 64. 00" , 남 

위 34. 00"이며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국토면적 (2 ,780 ,400 km2 , 남한면적의 

28배 )이 넓 으며 북쪽으로는 올리 비 아와 파라과이 , 동쪽으로는 브라질 과 우루과이 , 

대서양， 그리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칠레와 접하고 있다， 

F “ ‘.‘ ; ---E;;-ξ-...... 톰-_‘· 

그림 1.1 아르헨티나 위치 (즐처 C!A W or!d Fact B ook) 

(2) 기후 

아르헨티나는 북동부의 일부와 북부의 아열대 차오 (Chao)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 

역이 옹대에 해당한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Buenos Aires)의 옹도는 1월 17-29.c, 

7월 6-14.c 이다， 안데스의 구릉지대에서 서쪽의 몬데자 (Mendoza) 지역은 1월 

평균기옹 16-32.c, 7월 평균기옹 2-15.c 이다 

북부지역의 기옹이 높아 1월 평균기옹 27.c , 최고기옹 45.c에 달한다， 안데스 고지 

대， 파타고니아， 티에라 델 푸에고 (Tierra de! Fuego) 지역의 기옹은 낮다， 파타고 
니아 서부지역은 겨울철 평균기옹이 O.c 이다， 해안지역은 해류의 영향으로 옹화하 
다， 

동부지역은 대서양의 영향을 받아 습윤하고 북동쪽은 아열대 기후를 보인다， 북동 

지역의 강우량은 많으며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북부 끌 지역은 연간 

강수량 1,500mm 이상이고 춤고 척박한 파타고니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250mm 이 
하로 건초하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역의 연강수량은 약 1,000mm 이며， 멘도자 
(Mendoza) 지역은 약 190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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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 맞 토양 

아르헨티나는 높은 산맥， 건초한 사막， 광왈한 평원， 늪숲 등 다양한 토지피복으로 

구성되어 었다， 험준한 안데스산맥은 서쪽 국경지대에 걸쳐 남북으로 앨어있다‘ 아 

르헨티나의 최남단은 남극으로부터 단지 970 km 떨어져있는 반면 최북단은 거의 
열대기후를 나타낸다， 

비옥한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목이 없는 초원지역인 팡파스 

(Pampas)는 그랜 차코의 남쪽 1，600km어l 뻗어있다， 팝파스는 전국토의 1/5 가향 
을 차지하고 었다‘ 메소포타미아 (M es 0 pota mia) 또는 멘트리 리오스 (Entre Rios) 

지역은 파라나 (Parana) 강과 우루과이 (U ruguay) 강 사이에 놓여었다， 메소포타미 
아는 고옹， 습윤 기후와 대부분 비옥한 농지로 이루어져있다， 늪숲은 북동쪽 끝 지 

역에 분포한다‘ 

서쪽 국경을 따라 위치한 안데스 산맥의 경우 남부지역은 해발 3,600 m 이하이지 

만 북쪽지역은 6,400 m 를 념으며 최고봉인 아콘차구아 (A concagua, 6 ,960 m)는 
충앙아시아의 흥우리를 제외하고 최고높이의 흥우리이다， 

안데스산맥의 동쪽지역의 지형은 대개 평 지 또는 완만한 물결모양， 해발 600 m에 
서 수면 높이 까지 경 사가 완만하다， 그랜 차코 (The Gran Chaco)는 동쪽의 파라나 

강 (Parana River)과 서 쪽의 안데 스산맥 의 낮은 지 대 사이 에 위 치 하고 있다， 이 지 

역은 대부분 스크럽 산림 (scrub forest)로 이루어졌는데 연충 건초하며 총총 여름 

철 폭우가 내린다， 메마른 바람받이 평 원 파타고니아 (Patagonia)는 남쪽을 가로질 

러 뻗어있다， 

팡파스 남쪽의 파타고니아 (P ata go nia)에는 지형의 대부분이 건초하고 바람받이의 
황향한 스태퍼 (steppers)로 구성되어 었다， 이 지역은 아르헨티나 전체 면쩍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메마른 토양과 쩍은 강우향으로 인해 파타고니아 대 

부분의 지역은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양 목축에 이용되고 있다‘ 

3. 수계 맞 석쩡 

아르헨티나의 추요 강은 파라나강 (the P arana), 우루과이강 (the U ruguay), 파라 

과이 강 (the P araguay) 이다， 강은 원목， 제재목 등 임산물의 운송에 있어 충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추요임업지대인 북동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우 파라나 

강과 우루과이강을 통해서 입산물의 가공공장 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수줄항 

까지의 운송이 이루어진다， 

천연림인 Misiones 의 우림이 140만ha 분포하고 있다， 이 산림은 브라질의 열대우 

림이 뻗어있는 것으로 우량 목재수층인 Parana pine , the guatambu, yellow and 

black laurels , incense tees , cedars 등이 분포하고 있다‘ 남부 안데스 산맥 경사 
지 에 는 Araucaria araucana, the N eu맹en pine , evergreen beach, pellin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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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ilera cypress 등의 수층이 분포한다， 아르헨 티 나 천 연 림 은 벌 채 및 인 공림 의 
확장 등으로 매년 250,000 ha썩 줄어들고 있다 

(줄처 http://www . bi nenb au m.o rg/G ra phi cs/M a p_A rg e ntina .jpg) 
그림 1.4 아르헨티 나 추요강 및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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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르헨티나의 일반 투자환경 

1. 쩡쳐 및 정처l쩍 환정 

(1) 쩡쳐쩍 환정 

1) 쩡쳐 상황 

공화국으로 정부형태는 대통령 충심제 (임기 4년， 1차에 한해 충임 가능)이며 의회 

는 양원제로 상원은 72명(임기 6년으로 재선 가능하며 매2년마다 1/3썩 교체)， 하 

원은 254명(임기 4년으로 재선 가능하며 매2년마다 1/2썩 교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0월 28일 실 시 된 선 거 에 서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여 당후보가 
45% 지 지 를 얻 어 , 대 통령 에 당선 되 었 다 .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대 통령 
은 아르헨티나 역사상 투표로 당선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신정부는 2007년 12 
월 10일 줄범하였다(차기 대통령선거 2011년 10월).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율을 초기에 정치노선으로 내걸었지만 경기칭제로 인기가 하락하였다， 

2) 외교 노선 

아르헨티나는 남미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유럽에 뿌리를 두 

고 있어 친서밤(특히 친유럽)적인 성향을 복여 랐다， 1990년 2월 영국과 국교를 회 

복하여 EC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초를 마련했고， 이러한 대서방 접근 외교정 

책의 일환으로 1991년 9월 19일 비동맹에서 탈퇴했다， 

1990년대 초부터 아시아 지역을 대미， 대유럽 외교에 버급가는 지역으로 충요시하 

기 시작했으며，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수줄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아시아 경 

제의 잠재력 및 거대 수요시장에 추목， 아시아지역과의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 

하고 었으며， 범미추자유무역지대(FTAA)와 관련， 브라질과 공초하여 남미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립하여 대처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인 

Kirchner 정부는 아시아의 인구규모，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아시아 정책을 비 
충 있게 추진해 왔으며 Fernandez de Kirchner 정부도 동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 

다‘ 

(2) 경제쩍 환정 

1) 정제 성장 

아르헨티나 경제는 외 채위기로 인해 1980년대에 소위 t잃어버린 10년’을 보냈으나， 

1989년 7월 줄범한 차를로스 메냄(Carlo s M enem)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 
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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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아르헨티나의 경제분야 충점 정책 

처。채「 내용 

대미 환율 3.10페소 이상으로 유지하며 외환시 

고환율정책 
장개업 

-물가상승 위험 요소보다 환율 방어를 통한 수줄 

확대와 수입억제에 더 큰 비충 둔다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 흑자 유지 위해 노 

재정 흑자유지 
원「 

-재정 수입 확대; 세입 예산 최소한 편성 

(부가가치 쩍은 1차 상풍에 수줄세 부과) 

-의류， 신발 등의 제초업 분야에서 수입 대체를 

수입 대체품 생산을 통한 공업화 장려 
통한재공업화추진 

-2007년 8월 상업송장 초작 방지， 비관세 장벽 

설치;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강력한 물가 상승 억제 정책 
-현 정부의 수줄세 인상， 수입 제한의 초치 

-기업들과의 가격 안정화 협약에 노력 

투자 인센티브 맞 외환 보유고 확대 
-내국인의 투자 유도 위해 투자 인센티브 증가 

-외환 매입 증가， 외환 보유고 증가 

-현 정부 줄범과 함쩌 과학기술부 신설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육성 자금 지원 맞 기술 이전 사업 

활성화 

줄처: KOTRA 아르헨티나 투자실무가이드 2008 

1991년에 메냉 정부의 경제장관이었던 까바요(Cavallo)가 입안한 태환정책 

(Convertibility P lan)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페소화 환율을 1:1로 고정시키고 달러 
화의 자유로운 태 환을 허 용하는 통화위 원 회 제 도(Currency B oard System)를 도입 
하여 고질적인 병폐였던 초인플레이션을 단번에 진정시킬 수 있었다， 태환정책과 

함께 시장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강력한 경제개학 정책을 실시하여 메냄의 기 

적’을 이루었으며， 충남미 경제 개혁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001년 

12월 외채에 대한 디폴트 선언과 2002년 1 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경제시스 

템 붕괴로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2002년 경제성장률은 -10.9%를 기록하 

였으나 2003년에는 수줄호초， 환율안정， IMF와 세계은챙의 차관 제공 등으로 8.7% 
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로 반전하였고， 2004년에도 국제원자재 가 

격 상승， 수줄 호초 등에 힘입어 내수 경기도 되살아나면서 2008년 상반기 아르헨 

티나 경제는 제초업 부문의 높은 성장세 (12.2%)에 힘입어 8.4% 성장하였으나 하반 
기 성장세 둔화로 2008년 전체 경제성장률을 7%선으로 축소되었다 

190 I 해외조링 .지힌경. 칙지 및 타당성 



표 2.2 아르헨티나의 추요 경제 지표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 8.8 9.0 9.2 8.5 8.7 7.1 

GDP 
Million 129, 153, 183, 211, 260 , 328, 

US$ 631 185 117 678 140 437 

1인당 GDP US$ 3,371 3,975 4,704 5,467 6,606 8,315 

소비자물가상승률 % 3.7 6.1 12.3 9.8 8.4 7.2 

생산자물가상승률 % 2.0 7.9 10.6 7.1 14.6 8.8 

대미환율{IUS$=) 페소 2.95 2.94 2.92 3.06 3.12 3.16 

실업률 % 14.3 13.6 11.6 10.2 8.5 7.3 

외채규모 US$억 1,788 1,913 1,286 1,367 1,447 1,457 

GDP 대비 외채 비충 % 133.8 112.5 73.5 64.0 56.1 46.2 

금리 % 3.6 2.5 7.1 9.5 16.0 27.8 

줄처: INDEC(아르헨티나 통계청)， 아르헨티냐 중앙은행 

2) 교역 

수줄은 730억 달러 (2008년 추정치)이고 추요 수출품목은 콩 작물， 석유 및 가스， 

차량， 옥수수， 밀이 었다， 추 수출상대국은 브라질 19.1 %, 충국 9.4%, 미국 7.9%, 

칠레 7.6% (2007) 순이다‘ 수입은 599액 달러 (2008년 추정치)이고 추요 수입풍 
목은 기계류， 자동차， 석유 맞 천연가스，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류 등이 었다 추 

수입 상대 국은 브라질 34.6% 미 국 12.6%, 충국 12%, 독일 5% (2007)이 다 , 

3) 환율 맞 물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고환율 정책’ 경제 정책으로 페소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 안정세 

(1U S$=3 .0-3.8$(페소))를 유지하고 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로서는 수출확대 및 수 
즐세 확대 징수 등의 효과와 수입 억제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올해 1월 3 일 IMF 채무 초기상환(95억 

3 ，000만 달러)에 사용한 외환보유고 회복을 위해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예정에 

있어 올해 대미환율은 3.03 - 3.12 페소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는 (03) 3.7% - > (04) 6.1% - > (05) 12.3% -> (06) 13.2%로 환율 하향 안 
정세 지속으로 가격 상승 압력 요인이 감소하고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정책의지 

로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 해 노력하고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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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 

아르헨티나의 자금 시장은 2001년 발생한 금융위기와 2002년 태환정책의 포기로 

급속히 위축되었다‘ 하지만 2003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은행의 기업 자금 대줄 증 

가율은 현재까지 매년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기업은 전통쩍으로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는 자체 자금을 이용하는 성향이 강해 GDP 대비 
기업 대즐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칠레의 30%, 브라질의 70%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치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르헨티나 기업 충 은 

행 자금을 이용하는 비율은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냥다， 이에 정부는 경제 왈성 
화를 위해 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었으며 은행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줄 영업을 강화하고 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대줄 이자율은 인플레이션과 연 

동되어 있어 기업들이 자금 이용을 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의 50%에 달 

하는 은행 수수료와 0.6%의 금융거래세도 은챙 자금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이다， 자 

금 대줄은 현지화인 페소로 제한되며 달러화 대줄은 수줄과 관련된 분야로 국한된 

다， 이는 태환 제도 폐지에 따라 금융구조를 현지화 충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앙 

은행의 정책에 기인한다， 예금의 경우 인플레이션 연동 이자 지급， 은행 지급 준비 

율 확대 등 중앙은행의 장기 예금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초한 상태인데 

2001년 금융 위기 당시 정부의 예금 지급 동결 사례가 그 원인이다 

5) 세제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최혜국 관세율， 충남미통합연합 

(ALADI) 회 원 국에 대 한 특혜 관세 , 남미 공동 시 장(MERCOSUR) 회 원 국에 대 한 역 
내 특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표 2.3 아르헨티나의 품목별 관세율 (2006 년 기준) 

관세율 풍목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제품 

4.5-12.5% 1차 산품， 원료， 농산물， 충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12.5-20.0% 정보통신제풍 일부(휴대폰 19%), 일부화학제품 일부소비재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 품목， 자동차(35%)， TV(21%) 등 

줄처: KOTRA, Country Business Report 아르헨티나， 2006 

6) 주요 산업 

아르헨티나의 각 산업별 GDP 비충(2008년)은 농업 9.9%, 저l 초업 32.7%, 서비스업 

57.4% 이 다 (C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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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 이용 

경작 가능한 땅은 전체 토지의 10.03%이고 영구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토지 

의 0.36%, 기타 토지가 89.61 %이다. (CIA , 2009) 

8) 사회간쩔자본 

아르헨티나는 인쩍 물쩍 자원이 풍부하고 에너지 통신 비용이 저렴하여 투자 인프라 

구축이 다른 충남미 국가들에 비해 유리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호초에 따른 에너 

지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저장량 및 화력 발전량이 감소해 에너지난이 우려되고 있 

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 자본을 포함한 110억 페소(약 37억 달러)를 투자 

하여 가스관， 송전탑 등 에너지 인프라 확층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지만 포장한지 25년이 넘은 도로가 많아 지방 

에는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많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도로망 확충 계획을 지속쩍으 

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제약으로 인해 도로 보수와 확장이 수도권인 부에노스아이 

레스를 충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북부 치방과 남부 지방의 도로 사정은 상대쩍으 

로 좋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총 철도 길이는 3만 5 ，753Km로 충남미에서 가장 광대한 철도망을 

갖고 있다， 수도권의 7개 철도노선은 수도권 추요 지역을 지나고 원거리 노선은 전 

국 각지를 연결한다 아르헨티나 멘도사 추와 칠레 국경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할 예정에 있고 이에 더해 고속 전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0년에 완 

공할 예정이다， 

항만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대서양과 라 플타 강， 파라니 강， 우루과이 강， 파라과이 

강을 포함하고 있어 수로 운송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서양 해변을 따라 38개의 항 

구와 추요 강변을 따라 25개의 항구가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27개의 국제공항을 

포함하여 총 57개의 공항이 었다‘ 이 충 33개 공항이 민영화되어 운영된다‘ 아르헨 

티나는 향후 22억 2 ，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항 이용객 수를 2010년에는 2,300 
만 명， 2025년에는 3，4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9) 노동력 맞 임금 

아르헨티나 노동인구는 16.27백만명 (도시지역 근로자수)이다 (CIA , 2009). 산업별 
노동인구는 농업 1%, 제초업 23% , 서비스업 76% 이다 (CIA , 2009). 전통쩍으로 
근면하지만 수많은 공휴일과 노동자들의 근무자세와 신용이 지쩍된다， 인건비는 근 

로자의 경우(대졸초입) 윌 80 0-1 ,000U S$ 로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수준은 크게 상 
승하지 않았다， 최대 노동시간은 일반쩍으로 일일 8시간， 추당 48시간이며， 초과 근 

무수당은 시간당 임금의 1.5배에서 2.5 배이다， 환경에 따라 노동시간의 차이를 인 

정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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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맞 문화쩍 환정 

(1) 사회쩍 환정 

1) 인구분포 맞 인종구성 

아르헨티나 인구는 4,100 만명 (2009년 7월 

추정 , CIA World Fact Book) 으로 인 구의 
97%개 이탈리아 및 스페인계 백인이며， 

mestizo (백인과 미국인디언계)， 미국인디언 

(Amerindian) 맞 기 타 3% 이 다， 공용어 는 스페 
인어로 이탈리아어， 영어가 쓴이지만 일반인들 

에 있어서는 영어사용이 일반적이지 않다‘ 종교 

는 국민의 93%가 가톨릭 신자이다 수도인 부 

에노스아이레스에는 전체 인구의 7.7%인 303 
만 명이 거추하고 있다， 

그림 2.1 아르헨티나 지역별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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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아르헨티나 연령 맞 성벌 인구구성 
줄처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 ata Base, June 2009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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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아르헨티나 추요도시 인구분포 

수-
도시명 

추(Provin 
인구(명) 

수-
도시명 

추(Provi 
인구(명) 

위 ce) 위 nce) 

1 BuenosAires (capital) 3,050,728 11 Resisten며a CHA 377,564 

2 Córdoba CBA 1,346,092 12 
Santiagodel 

SGO 327.974 
Estero 

3 Rosario SFE 1,249,594 13 Corrientes CTS 328,689 

4 Mendoza MZA 885 ,434 14 
Neuquen-Ci 메o / 

327,534 
poletti NQN 

5 Tucuman TMN 789,504 15 B ahiaB lanca BUE 310,657 

6 LaPlata BUE 732,503 16 Posadas MNS 279,961 

7 M ardelP lata BUE 604,563 17 Parana ERS 270,968 

8 SantaFe SFE 493,547 18 
SanSalvador 

deJujuy 
JUJ 231,229 

9 Salta STA 464,678 19 SanLuis SLS 162,011 

10 SanJuan SJN 453,229 20 RioCuarto CBA 149,303 

줄처 : 2007 INDE C estimate 

2) 행정구역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이고 23개 지방 맞 1개 자치도시 (distrito 

federal)로 챙정 구역 이 구성 되 어 있다. Buenos Aires, Buenos Aires Capital 

Federal‘, Catamarca, Chaco, Chubut, Cordoba, Corrientes, Entre Rios , 
Formosa, Jujuy, La Pampa, La Rioja, Mendoza, Misiones, N euquen, Rio 
N egro, Salta, San Juan, San Luis, Santa Cruz, Santa Fe, Santiago del Estero, 
Tierra del Fuego - A 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r, Tucuman 

W 아르헨티나의 해외조림 투자환경， 적지 및 타당성 I 195 



-
,‘ 
. 

! 

”셔
기
 

‘

r
f
샤
내
 

m
4 

랜
 웰
서
 
} 
밤
 

, 

Pro vin:e N ame:: 

1 Cil y (Jf BUAnu~ 13 Mdn씨u，. 

A1res p “’""C‘ 

ι〉”d야‘’ 
2 Buen‘'l':I Air~ 14. M lsÎones 

PrO\r'‘ncε PfO'.lllll; ‘* 
3 c영h.fn~‘‘，. 15 . tJeμquen 

p，。‘’n(:.s Pttwlnce 

-‘ Ch.εo P<o싸nce ’6 Rio N~tO 

&. r;hueut PtO'1Iπc. PtO'.llnCe 

6. C6t‘Jöbá 1 ï . S:'!13 Þro씨n • • 

Prc셔nce 10. San ‘1003n 

T. COu1QIlI QS; Pt()，lIne~ 

Pr。‘o1nC를 19. S :an Lui~ 

8. Et、tfe Rio8 Pttwlnce 

Pr。씨ncε 20. S :l‘1t:l Ctu2 

앙 Formo융a Pro~끼nce 

P，a‘，nr::~ 2 1. Sa앙t훌 Fe 

10. ‘JU)‘Iy ProVlnce PrO'lInce 

11. La P smpa 22. Saηtiago del 

Pr킹써inçe E'상0(0 FfU‘”’ ... 
12. La 악JOÎa 23. Tierr훌 del Fu훌g。 

p，，，、1nc::e . ... 0 OÎ$OVI@(t . "‘’K 
‘,f ...."t .. 양‘j‘，. ‘”‘4 

힐r'I .... ~("Jtf! A 11/Int.ç 

2‘". Tucumån 
PtO'llne~ 

그림 2,3 아르헨티 나 행 정 구분 (줄처 : W ikipedia) 

g) 쳐안 

남미국가들 충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였으나 1998년 이후 장기간의 경제불 

황， 2001년 약탈사태 및 민충시위에 의한 델아루아 정권의 붕괴 등으로 아르헨티 

나 치안은 악화되어 었다，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납치사건， 강도， 살인 사건 등 강 

력범죄도 급증하였다， 아르헨티나 치안당국의 예산부족으로 순찰차량의 운행중단 

사례가 많아 범죄에 대한 즉각쩍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추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도심이나 변 

두리， 인적이 드문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2) 문화쩍 환경 

1)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반인들의 경우 기본 영어회화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및 교류를 위해 

서는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종교 

차톨릭 (92%)， 기독교(2%)， 유태교(2%)，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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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평 균 교육연 수는 15년 (남자 14년 , 여 자 16년 ) (2005년 )이 고 교육비 지 줄이 GDP 
의 3.8%를 차지한다 교육수준이 높고 문맹률이 낮다(3% 미만). 

3. 법률쩍 환정 

(1) 투자 형태 

투자 형태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Gree nfield형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M&A형 

으로 구분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Greenfield형과 M&A형을 포함한 모든 형 

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Gree nfi e ld형 투자를 위해 공장 등 건물 

건축에 대한 허가권은 지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제외한 다 

른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건물 건축을 허가해 추고 

있다， 대형 빌딩을 건축할 경우 상하수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국 

(AySA)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M&A의 경우 2001년 4월 공포된 법령 제 396호에 

따라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이 예전에 비해 용이해져 일반 기업은 물론 상장 

기업에 대한 추석 구매 한도와 자본 참여 한도가 모두 폐지되었다， 그러나 아르헨 

티나 내 매줄이 2억 페소 이상인 기업을 인수할 때는 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 

(CND 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투자 허가 

아르헨티 나의 기 업 설 립 관련 법 은 기 업 법 (Ley de los Sociedades Comericals / 법 
률 저1 19550 호)으로 기업 설립시 추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개인기업， 지 
사 등의 형태로 설립 될 수 있다 추석회사는 최소 자본급이 12,000 페소 필요하 
고， 회사설립 승인을 위해서는 추추의 인쩍 사항， 회사명 맞 추소， 회사설립 목쩍， 

자본급 맞 추추별 구성， 관리초직 및 내부감사기구， 추추총회 규정， 이익 및 손실 

배분방법， 양자 및 제 3자에 대한 추추의 권리와 의무， 기타 원하는 경우 청산방법 

등이 포함된 정관을 아르헨티나 법무감사국에 제줄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최소 2 

명 이상의 추추를 필요로 하고， 추추는 납입 자본급 내에서 책임을 가진다， 이사회 

는 회사관리를 책임지고， 이사는 연례 추추총회에서 선임되고 이사의 수는 최소 제 

한이 없다(1명도 가능하나 추석이 상장되어 공공 소유인 경우는 최소 3명 이상 선 

임되어야 한다). 추석회사의 유형에 따라 정부의 관리부서가 달라진다， 줄자자간 계 

약， 자본줄자 초항， 관리 책임， 줄자자 변경， 내부 감사요견， 청산 절차 등을 규정한 

약관을 준비한다， 줄자사원은 국쩍 및 거추지 불문， 외국계 회사 또는 개인이 가능 

하다，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해외 모기업 충명(모기업의 정관， 협정계 

약서 등의 등록)’， ’아르헨티나 추소지’/아르헨티나 기업과 같은 등록 및 발간 요 

건’， ’대표자 임명 및 등록’의 사항을 추소지 관할 ’상업등기소’에 제줄하여 등록하 

여야 하며 아르헨티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무감사국의 관리를 받는다 아르헨티나 

는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기업화 등의 기업 

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음은 물론 내국기엽에 대하여 100% 추석 취득도 가능하므로 

W 아르헨티나의 해외조림 투자환경， 적지 및 타당성 I 197 



단독， 합자 등의 투자방식 이 모두 가능하다‘ 

표 2.5 법인 설립 절차 

1 투자 준비(투자 목적， 투자 방식， 투자 지역 등) 

2 기업 병 충복여부 확인 맞 예약(관련 기관， 법인청) 

3 법인설립 신청서 제줄(관련 기관’ 법인청) 

4 정관 작성 맞 추추 서명 공증 

5 상업 등기소떼 기업 등록 맞 관보 게재 

6 자본급 예치(등록 자본금의 25%) 

7 특별 장부 구입ιibro 예ario ， Libro Inventarios y Balance) 

8 납세자 번호(CUIT) 취득(관련기관: 국세청) 

9 추추 맞 이사 등록(관련 기곤’ 국세청) 

10 세무서 등록(관련 기관: 관할 세무서) 

11 고용추 납세번호 취득(관련 기관: 국세청) 

12 근로자 등록(관련 기관’ 노동사회부장부) 

줄처: KOTRA, 투자실무가이드 아르헨티나" 2008 

(3) 외국인 투자유치쩡쩍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를 내국인 투자와 동등하게 처리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 

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지 않고 특별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과거 초 인플레이션，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높은 외채， 만성적인 무역 수지 및 재 

정 수지 쩍자 등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시장을 개방합과 동시에 외자 유치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투자는 핵에너지， 

방위， 방송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층에 개방되어 있다‘ 전기， 가스， 수도， 

도로， 항구， 항만 등 기간산업 분야도 개방되어 있다， 특히 소프트워l 어，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맞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 

국 기업의 투자 진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자 산업과 관광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국토 최남단의 티레이 델 추떼고에 경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2001 
년 4월에는 M&A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저1 396호를 공포하고 이에 의거하여 일반 

기업은 물론 상장 기업에 대한 추석 구매 한도와 자본 참여를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진줄이 더욱 왈성화 되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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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대해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티브， 특정 산업 장려를 위한 산업별 인센티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인센티브 등이 었다， 아르헨티나는 연방정부 형태이 

기 때문에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상당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초율할 수 있는데 산업 단지에 입추할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임대료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투자 인샌티브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일반 인젠티료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추어지고 있다， 초기 투자 맞 증설 투자 

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부가세는 구입 후 3개월 내에 현금으로 환급되고 

감가상각은 기업의 초기 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본재의 경우 3년 내 전액 상 

각이 가능하다‘ 인프라 프로젝트 감가상각은 통상 기간 보다 50% 단축이 가능하다， 
수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추어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법률은 23개 추와 4개 

특별 지역 등 총 27개의 자유 무역 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부 

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추， 추붓 추， 라 팡파 추， 멘도사 추， 미시오네스 추， 살타 

추， 산 루이스 추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수입관세， 통계세가 

면제되며， 전기， 가스， 상수도， 전화 요금에 대한 부과세도 면제된다， 

끝으로 충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 창줄 

증대를 위해 충소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2) 산업 분야벌 인젠티브 

가 광업 장려 제도 

광업 관련 탐사， 채굴 맞 생산 과정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 임업 장려 제도 

입업 투자법(법령 25080호)은 1992년부터 산림 초성을 위하 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28080호에 따라 2010년까지 산림 300만 헥타르를 초성하기 위해 각 

종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었다， 임업 투자 허가를 받은 자는 30년간 별도의 세금 

신설 또는 세율 인상의 쩍용을 받지 않는다는 초세 안정 정책을 취하고 있고 3년간 

가충 감가상각 옵션을 제공하는 소득세 공제 특별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 

도 부가세를 환급해추고， 500 헥타르 이하 부동산을 소유한 입업 투자가에게 헥타 
르 당 상환이 불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다 소프트워l 어 산업 장려 제도 

소프트워l 어 개발， 디자인， 생산 및 쩍용，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반면， 유지 보수， 언 

어의 번역 맞 변환，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소프트워l 어 판매를 위한 시장 초사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관광 산업 장려 

호텔의 신축， 개초， 

제도 

증축， 관광 관련 레크레이션 맞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부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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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하고 가충 감가상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 지역벌 인젠티료 

추별로 공단， 자유무역지대 등과 같은 입지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역별 인센티브는 

지방세 감면， 인프라 장비의 구입*임대*리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쩍극쩍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협상이 

가능하다， 공단의 경우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을 통하여 유리한 초 

건으로 입추할 수 있다， 

(4) 투자보호협정 

전통쩍으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고，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 

의 입장을 쩍극 지지하고 있다 (1996.08.26. KEDO에 20만 불을 기여한데 이어 
1996.09.05 KEDO 일반 회원국으로 가압)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 
국 간 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술이전 등 실질 협력관계 심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 

다. 90년대 들어 최초의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 실현 등 추요인사 교류 확대， 각종 

협정 체결 및 양자협의체 회의 개최 등이 왈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쩍 기반을 구축했다‘ 경제 통상 분야에서 양국은 교역이 

2002년 4억불에서 2007년 12억불로 확대되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교역과 투자 확 

대를 위해 현재 양국 간에 협의 충인 사회보장협정/ 이충과세방지협정/ 세관상호지 

원협정의 초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자본을 결합한 상호호혜쩍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SWOT 분쩍 

(1) 강정 

1) 내외국인 비차별 맞 투자 장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를 내국인 투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외국인 투 

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지 않고 특별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 특히 소프트 

워l 어，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투자 진줄이 활발히 진챙되고 있다， 

2) 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아르헨티나는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프트워l 어， 생명공학， 광업， 에 

너지 등의 분야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저리의 자금을 장기로 

기업에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수줄을 확대하여 외 

환 보유고를 늘리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 풍부한 자원 

아르헨티나는 세계3대 곡창지대 충 하나인 팡파스 대평원과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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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 으며 , 석 유， 천 연 가스， 수산자원 등도 풍부하여 향후 개 

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 

4) 우수한 인쩍 자원 
인구의 97%가 유럽계 백인인 국가로 국민들의 평균 교육연수가 높으며， 문맹률도 

선진국 수준인 3%로 충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페소화의 평 

가절하로 달러기준 임금수준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 약정 

1) 높은 실업률과 빈곤문제로 인한 사회불안 

총인 구의 약 50%(1 ，800만 명 )가 빈 곤층g로 분류되 고 실 업 률이 15%(약 360만 명 ) 

를 상회하고 었다‘ 불완전고용을 합치면 실업률은 무려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 

정되며， 페소화 평가절하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충되어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었다， 

2) 1차 산업에 펀충된 산업 구초 

농축산업， 석유 천연가스업 등 1차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아르헨티나는 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초가 기술학신 및 첨단산업 발달에 

저해요소로 작용한 대표쩍인 사례이다， 

3)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노초가 1940년대 이후 강력한 정치 세력화되어 정치， 사회 각 분야에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해 오고 있고， 노동자 보호 위주의 노동법과 노동관행이 뿌리 갚게 박혀 

있다 페론추의가 사회 깅숙이 파고들어 있어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견인 노 

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업 왈동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었다， 

(3) 기회 

1)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우수한 투자유치 

2002년 1월 태환 정책을 폐지하고 페소화를 평가 절하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한 초치를 취한 결과 2003년부터 경제가 성장세로 반전되어 2007년까지 5년간 연 

평균 8.7%의 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산업 생산과 소비가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 

로 회복되었다. 2008년 2월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재 및 인프라 투자 촉 

진법을 발표하였으며 이 법률은 자본재 가속상각 허용， 법인세 감면， 부가세 초기 

환급， 환경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장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였다， 

2) 충남미 3위 경제대국이자 스페인어 권 남미 경제의 충심축 
아르헨티나의 명목 GDP는 2007년에 2 ，59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 면에 

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충남미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인구， 교역 규모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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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멕시코의 뒤를 잇는 충남미 경제의 충심축이다， 

3) 남미연합(UNASUR) 생산 거점 맞 무역 장벽 회피 투자처 

남미 연 합(UNA SUR, U nion of South A merican N ations) 은 이 미 그 지 위 가 확인 

된 남미 공동시 장(M e rco su r1))와 안데스 공동체(CAN)을 포함한 남미 전 체의 통합이 

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옹 남미 국가의 지 

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초건들로 인해 남미공동시장 진줄의 교 

두보 역할을 하는 아르헨티나로의 투자 진줄은 남미공동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연합 

회원국인 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었다， 

(4) 위협 

1) 과충한 외채부담과 외채상환문제 

사상 최대 규모의 외채에 대한 모라토리엄 서언 이후 외채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 

하고있다， 

2) 정경유착과 해외재산도피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정부패 그리고 해외재산도피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추요 

원인 충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의 400여억 달러에 달하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상당 금액의 리베이트가 정경유착 사이에서 이획진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표 2.6 아르헨티나 일반투자환경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기회 (Opportunity) 

내외국인 비차별 및 투자 장려 지속쩍인 경제 성장 및 우수한 투자유치 

- 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잠재력 

- 풍부한 자원 - 충남미 3위 경제대국이자 스페인어 권 

- 풍부한노동력 남미 경제의 충심축 

- 남미연합(Unasur) 생산 거점 및 무역 

장벅 회피 투자처 

약점 (Weal‘æss) 위협 (Threat) 

- 높은 실업률과 빈곤문제로 인한 사회불안 - 과충한 외채부담과 외채상환문제 

- 1차 산업에 펀충된 산업 구조 - 정경유착과 해외재산도피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촉 

1) Merco(Market)+Sur(Sou1h) 남아메리카지액에서익 자유우액파 판에풍맹을 목표로 형성원 경제흩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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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르헨티나의 조림 투자환경 

1. 산렴 현황 

아르헨티나의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쩍은 대략 62백만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 충 천연림이 약 33백만ha 이고 인공림은 1.3백만ha가 초성되었다， 국립공 

원에 포함된 대단위면쩍의 천연림은 보호 산림으로 목재생산이 불가하다 1914년 

아르헨티나의 천연림면쩍은 106백만haOll 달하였다 (T&MS, 2008) 

(1) 산렴면쩍 맞 축쩍 

FAO의 세계산림자원평가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FRA)에 의하면 
2005년 아르헨티나의 산림면쩍은 33백만ha로 전국토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림의 벌채이용으로 천연림면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천연림의 소실 및 생 

물다양성의 감소 (특히， 유전자원)는 많은 추목을 받앙으며 목재생산에 쩍합한 천연 

림으로 부터의 목재생산의 수익성은 7%로 낮아졌다， 최근 산림면쩍의 확대노력으 

로 약 1.3 백만 ha의 인공림이 초성되어 아르헨티나 국내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층 
당하고 연간 6백만 m3의 산업용재 공급능력을 확보하였다， 휴양 및 관광목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국공립 공원 등)은 3 백만 ha로 전체 산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 

다’ 

표 3.1 아르헨티나 산림면적 변화 

FRA 2005 범추 
면적 (1，000ha) 

1990 2000 2005 

산림 35,262 33 ,770 33,021 

기타산림지 60,280 60 ,734 60,961 

산렴과기타산림지 95,542 94,504 93,982 

기타토지 178,127 179,165 179,687 

총토지 면쩍 273,669 273,669 273,669 

내수면 4,371 4,371 4,371 

아르헨티나국토면쩍 278,040 278 ,040 278,040 

줄처 :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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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아르헨티나 산림피복도 (줄처’ FRA 2000) 

산림을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할 때， 천연림이 산림면쩍의 약 96%인 31 ，792천 

ha, 생산인공림 이 약 4%인 1 ，229천 ha를 차지하였다(2005년 평가). 

표 3.2 아르헨티나 산림 구분 

면쩍 (1，000ha) 

FRA 2005 범추 산림 기타입목지 

1990 2000 2005 1990 2000 2005 

일 차천 연 림 <P rimary) 

갱신천연림<M odified natural) 34,493 32,692 31,792 

반천 연 림 (Semillatural) 

생산인공림 
769 1,078 1,229 

(P roductive plantation) 

보호인공림 
(P rotective plantatio n) 

합계 35,262 33,770 33,021 60,280 60,734 60,961 

줄처 :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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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아르헨티나 산림축적 변화 

축적(백만m3) 

FRA 2005 범추 산림 기타입목지 

1990 2000 2005 1990 2000 2005 

산림과 기타 입목지의 축적 2,133 1,932 1,826 

생산림축적(Commer디al growmg 
1,497 1,316 1,225 

stock) 

줄처 : F A 0 , Global F orest Res ources A ssessment 2005 

표 3.4 아르헨티나 산림 및 기타 입목지 바이오매스 축쩍 

바이오매λ (백만톤-전건톤) 

FRA 2005 범추 산림 

1990 2000 2005 

지상부바이오매λ 4,624 4,091 3,824 

지하부바이오매λ 1,193 1,060 993 

총생체 바이오메λ 5,817 5,151 4,817 

고사한 수목의 바이오메A 621 551 516 

합계 6,438 5,702 5,333 

줄처 :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05 

표 3.5 아르헨티나 산림 맞 기타 입목지 탄소축적 

탄소 (백만톤) 

FRA 2005 구분 산림 

1990 2000 2005 

지상부 바이오매스의 탄소 2,312 2,045 1,912 

지하부 바이오매스의 탄소 597 532 499 

생체 바이오매스의 탄소 2,909 2,577 2,411 

고사목의 탄소 312 278 260 

낙엽층의 탄소 135 128 124 

고사목과닥엽층탄소 447 406 384 

토양탄소 1,498 1,343 1,264 

합계 4,854 4,326 4,059 

줄처 :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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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렴 현황 

아르헨티나 천연림의 분포지역은 Misiones의 우림 1.4백만h a , T ucuma n-B 0 livi an 
우림 3.7백 만ha， Chaco 산림 공원 23.4백 만ha， 기 타 내 륙지 역 2.6백 만ha， 

Sub-Antarctic 2.0백만ha 등 33.2백만ha의 천연림이 분포하고 있다， 천연림인 

Misiones 의 우림은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뻗어있는 것으로 우량 목재수층인 

Parana pine, the guatambu, yellow and black laurels, incense tees, cedars 등 

이 분포하고 있다， 남부 안데스 산맥 경 사지 에는 A raucaria araucana, the 
N euquen pine, evergreen beach, pellin oak, cordilera cypress 등의 수층이 분 
포한다， 아르헨티나 천연림은 벌채 및 인공림의 확장 등으로 매년 250,000 ha썩 

줄어들고 었다， 

2. 임업 현황 

(1) 인공렴 초성현황 

아르헨티나는 천연림의 벌채를 막고 인공림의 확대 및 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산림정책을 피고 있다， 법률 저125 ，080호에 따라 인공림초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공림 초성면쩍은 1.3백만haOll 달하며 메소포타미아 지 

역 (Misiones, Corrientes, Entre Rios)의 초림 면 쩍 은 약 900,000 ha로 전 체 초림 

면적의 약 70-80%에 해당한다， 

120,000 

80,000 

709~ 7<9~ 709~ 709~ {9~ 709~ {9~ 709~ .，:>O~ .,Ô  "b^ i ‘ ."O^ .,O^ .,Ô  "0. 
양역〉용역~ v ,%- v09.". ‘왕‘&‘b ‘ι ‘장‘ò vq，. ‘장‘장 ψ 

그림 3.2 아르헨티나 신규초림 현황 

줄처 : SAGPyA (2008) 

인공림은 법률 제 25 ，080호가 시행된 1999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초 아르헨 

티나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신규초림투자도 감소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서는 생산성이 높은 토지 공급의 감소 입산업 투자의 감소 등으로 연간 신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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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초성면쩍이 줄어들었다， 

Misinoes추(384，948ha)와 Corrientes추(329 ，044ha)의 초림 면 적 이 가장 크며 , 추요 
초림 수층은 소나무(691，410ha ， 59%), 유칼립 투스(298 ，350ha， 25%), 포플러 및 버 
드나무(183 ，334ha， 16%) 등 성장이 빠르고 경제성이 높은 수층이다， 

표 3.6 지역별 인공림 초성현황 

추 <P rovince) 전체 면쩍 (ha) 
Misiones 384,948 
Corrientes 329,044 
Entre Rios 131,065 
Buenos Aires 99,769 
P atagonia provinces 68,610 
N orth E ast provinces 23,912 
Central provinces 48,799 
Other provinces 29,508 
합계 1,115,655 
줄처 : SAGPyA 

표 3.7 아르헨티나 지역별 초림수총 

주/지역 소나무 유칼립투수 버도나무 기타 계 

Misiones 313,721 24,911 0 46,316 384,948 

Corrientes 232,461 95,773 0 810 329,044 

Entre Rios 11,712 90,048 15,919 13,386 131,065 

Buenos Aires 6,905 36,920 47,919 8,118 99,769 

Patagonia 48,320 0 19,595 695 68,610 

북서지역 6,898 16,054 204 756 23,912 

중부지역 34,221 12,095 29,483 0 48,799 

그외 지역 1,749 3,031 23,377 1,351 29,508 

합계 655,987 278,832 109,404 71,432 1,115,655 

줄처; 아르헨티나 산림협회， 200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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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처 : Trade and Media Services (2008) 

메 소포타미 아 지 역 (Misiones, Corrientes , Entre Rios)의 초림 면 쩍 은 약 900 ,000 

ha로 전체 조림면적의 약70%에 해당한다， 주요조림수층은 소나무와 유칼립투스로 

각각 500 ,000 ha와 400 ,000 ha가 조림되었다 Misiones 지방은 전국 소나무 초림 
면적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추요 소나무 수층은 Pinus elliottii 와 P. taeda 

이다， 유칼립투스 초림수층은 E. saligna, E. grandis, E. terticornies 이다， 기타 
초림수층은 추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삼각추 (de!ta) 지역에 조림된 포플러 (Poplus 

spp.), 버 드나무류(Salix spp.)이 다， 

표 3.8 지역별， 수종별 연간 생장향 

-*「긍Ai[ 지역 
연 성장률 벌기형 

(m3;ha/year) αears) 

소나무 Misiones 25-35 20 
소나무 Corrientes 25-35 20 
소나무 N euquén/Chubut 13-18 30 
소나무 Córdoba 18-20 23 
유칼립투스 Entre Rios 30-40 10-12 

유칼립투스 Corrientes 30-40 10-12 

유칼립투스 Buenos Aires 25-30 10-12 

유칼립투스 Sa!ta/Jujuy 20-25 12-15 
포플러 De!ta 23-25 13-15 

포플러 MendozajRio N egro 20-25 10-12 

버드나무 De!ta 20-22 10-12 
줄처 SAGPyA - Dirección de 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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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 쩡산요소 

1) 임지 

아르헨티나는 저렴한 가격에 초림용 토자를 구입할 수 있어 초림투자를 위해서는 

초림용 토지는 구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임대도 가능). ha 당 토지 구입비는 
250-1 ,0 OOU S$/ha , 델 E!-(D elta) 지 역 의 경 우 수로시 설 이 갖추어 진 초림 지 는 

2 ,OOOU S$/ha로 구입 비 가 높으며 메 소포타미 아 지 역 의 Misiones , Corrientes 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초림용 토지의 소유는 사유림이 80% 정도 이다， 문충이나 토 
착민이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로부터 입지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초성된 인공림면적 약1.3백만ha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인공림 면적의 약 

70-80%를 차지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토양의 초건상 초림에 쩍합한 토지는 

약 18백만-20백만 ha로 추정된다， 이 면적 충 5백만 ha는 현재 농업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유되어 있지 않다， 지역별 신규초림가능 면쩍은 다음과 같다， 

표 3.9 아르헨티나 초림용 토지 공급능력 

지역명 면쩍 (단위: ha) 

팡파스 지역(부에노스아이레λ 인근) 약 6백만 

메소포타미아지역 
약 5백만 

αAisiones， Corrientes, Entre Rios) 
파타고니아안데λ 지역 약 4백만 

기타지역 약 3-5백만 

합계 약 18백만 -20백만 

줄처 : TMS (2008) 

2) 임업 노동력 

아르헨티나의 입업부문(임업 및 임산업)은 직간접적으로 50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 AFoA의 추정에 따르면 인공림 2ha당 1명의 고용을 유발하며 산업에서는 벌 

채면 쩍 1ha당 1명의 고용을 발생시킨다고 계산하였다， 

산림 노동력의 경우 Misiones 등 입업활동이 왈발한 지역의 경우 노동력의 양적인 

확보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양묘， 기계작업 등 전문노동력이 부족하다， 임업부문 

의 고용에 있어 직업 교육이 충요한데 지역별로 임업기술 훈련기관이 존재하므로 

초림지 인근 지역민에 대한 입업교육 서바스를 받을 수 있다‘ 

700명의 농촌지역 임업근로자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약50%의 노동자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학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근로자의 경우(대졸 

초임) 월 80 0-1 ,000U S$ 로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수준은 크게 상승하지 않앙다‘ 
최대 노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일일 8시간， 추당 48시간이며， 초과 근무수당은 시간 

당 임금의 1.5배에서 2.5배이다 환경에 따라 노동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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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임업부문 고용현황 

산업 구분 단위 
년도 

1990 2000 2006 
임업 맞 벌채 천명 31 40 54 
목재 산업 천명 25 16 32 

펄l.l. 및 제지 산업 천명 30 27 30 

산림 분야에서의 총 합 
천명 86 84 116 

전체고용충(%) 0.7 0.6 0.7 
가구산업 천명 14 14 11 

3) 묘목 초달 

소나무， 유칼립투스， 포플러， 버드나무 등 초림용 묘목은 지역의 지방정부 운영 양 

묘장이나 양묘생산업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하며 자체쩍으로 묘목을 생산하여 식재할 

수 있다 산림관련 연구， 기술이전， 임업노동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INTA 
(N ati 0 na 1 1 nsti tu te f 0 r A g ri cu Itural T e ch no 10 g y)는 국립 양묘연 구소에 등록되 어 

있는 기원 맞 품질이 우수한 총자를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양묘를 육총하고 생산 

맞 공급하고 있다， 

묘목구입비는 지역 및 수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 Misiones추의 경우 소나무 묘목비 

눈 1ha 초림탕 U S$315~560 ， 휴칼립투스는 ha탕 US$450~675이 소요된다， 

4) 임엽 기반시설 

아르헨티나는 초림지가 대부분 평지에 초성되어 있어 입도의 설치 및 기계화작업， 

운반 등의 산림작업이 용이한 장점이 었다， 파라나강(P arana)의 Delta지역 (Buenos 

Aires)의 경우 생장을 위한 물 요구도가 높은 포플러나 버드나무 수층을 식재하는 

데， 이 경우 파라나강의 강물을 수로설비를 통해 입지로 끌어들여 초림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10년마다 발생하고 있는 흥수로 인한 범람을 막기 위한 멍이 초성 

되어 있다， 

그림 3.4 기계화된 아르헨티나 산림수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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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찌의 운송 

목재의 수송은 도로， 철도， 수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추요 임업지구인 메소포타미 

아 지역의 경우 파라나강을 이용하여 목재의 수상운송이 유리하다. Entre Rios와 
Delta(Buenos Aires)의 경우 우루과이강을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는 철도 및 도로망도 잘 강추어져 있어 원목의 가공공장 운송 또는 가공 

목제품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수줄항(San Lorenzo , Ciudad Autonoma de 

Buenos Aires , Campana, Resto , Rosario , Bahia Blanca, Comodoro Rivadavia, 
Ezeiza 등) 까지 운송이 수월하다， 운송비는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3. 목재산엽 현황 

(1) 임산엽 재판 

아르헨티나는 농사 및 가축사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넓은 산림면적에 비 

해 임업 전통은 갚지 않다‘ 농업 부분 (농업， 가축업， 임업， 어업 등)은 국내총생산 

의 17%를 차지하며， 임업은 약 1% 차지한다 사유림 입산업에의 투자는 1990년부 
터 2001 년 사이 4,63 1.4 백만 달러로 해외자본에 의한 투자가 이충 90%를 차지하 
였다 1992-2000년 기간 충 신규초림에 투자한 금액은 533.5 백만 달러로 이충 
10.7%는 토지복구에， 20%는 신규초림을 위한 토지구업에， 68.5%는 초림 및 인프 

라구축에 쓴였다. 142 백만달러는 국가의 인공림초성에 대한 법제도 (Regulatory 
M easures for the P romotion of Forest P lantations)를 통해 지 원 되 었다‘ 신 규초 
림은 12 ，301명의 소충대규모 생산자에게 30만 ha 이상의 대상지에 속성수 초림이 

j빼륙표 .. 

OUI!lO。‘

‘’Rε. 

...‘ 

“91" 

- 수흐 
• Porl ~ 영도 

이루어 졌다. 2002년 아르헨티나는 9.3백만 

m3의 원목과 1.3백만 톤의 펄프 맞 층이를 

생산하였다‘ 제지산업은 약 9 ，000명을 고용 

하고 있다， 제재소 및 관련 산업 (가구 제 

조업 등)은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경영되고 

있다‘ 이 부분에는 8，920여개의 사업장이 

있고 평균 5명을 고용하여 총 48 ，400명을 

고용하고 었다. 기타 임산물은 연료목， 전신 

추， 철 도침 목， 숭 등이 다 탄닌 (tanlÚ n)은 

중요한 산업 의 하나로 연 간 55 ，500톤을 생 

산하여 약 79% (43 ,600 톤)를 수줄하였다 
(2002년). 그러나， 탄닌생산은 값싼 대체제 

로 인 해 감소하고 있다(2004년 ). 

그림 3.5 수로 및 철 도 목재수송로 
줄처 : TM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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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임업부문 부가가치 

산업 구분 단위 
연도 

1990 2000 2006 
임업과벌채 백만US$ 162 175 311 
목재 산업 백만US$ 217 165 156 
펄프와 재지 산업 백만US$ 749 656 1,098 

산림 분야계 
백만US$ 1,128 996 1,564 

GDP비충(%) 0.9 0.6 0.8 
가구산업 백만US$ 209 166 70 

줄처 : FAO. Contribution of the forestry sector to national economies, 1990-2006 

(2) 목쩌산업 현황 

아르헨티나의 입산업 업체수는 약7，500여개로 추요 임산업 업체들은 Misiones와 

Buenos Aires , Corrientes , Santa Fe , Entre Rios에 위 치 하고 있 다， 이 들 지 역 은 
인공림 초림투자의 추요 지역이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추요 항구를 통해 수줄에 

유리한 지역이다‘ 아르헨티나 입산업체의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표 3.12 아르헨티나 목재 가공산업 현황 

소P업 업체수 

제재소 2,200* 
섬유판 4 
파티클보드 5 
합판 11 
기둥재 29 
판재 N.A. 

*소규모 제재소 포함 

줄처 : TMS (2008) 

종사자수 
(명) 

설비용량 

12,000* N.A. 
744 656,000 
744 783,600 

1,273 135,600 
422 232,803 

15 19,400 

표 3.13 아르헨티나 펄프 및 제지산업 현황 

총사자 설비용량 

산업 업체수 -*「

(명) 
펄효 층이 

일 l.l.및 

제지 
6. 11.365 1.172.259 2.0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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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요원료 
생산량 

원옥 
(t 기/y타r) (m3) 

(m3/yr) 
1,500 ,000 

813,624 394,325 630 ,832 
796,710 580,155 602 ,287 
214,681 86 ,527 
298,795 6,871 278 ,354 

20,486 0 11,720 

추요원료 생산 

펄효 층이 펄효 층이 

3 .• 66.033 1.722.001 937.1얘 1.7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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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 아르헨티나 추요 목재산업 위치도 

줄처 : P yhalahti (2009) 

(3) 원목 쩡산 맞 공급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원목공급은 6백만ha의 인공초림목의 공급과 

그 이외의 필요량은 수입재 또는 천연림의 벌채로 충당하였다， 인공림으로부터의 

원목의 공급량은 2005 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9백만에서 1천만m3 까지 상승하였 

다 그러나 여전히 천연림으로부터의 벌채로 인한 산림면적의 감소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2007년 아르헨티나 산업용 원목의 생산량은 침엽수 5 ，9백만m3， 왈엽수 3 ， 6백만m3 

으로 왈엽수재 충에서는 유칼립투스가 약 2/3를 차지한고 기타 버드나무， 포플러 

등이 차지하고 있다‘ 

표 3 ,14 아르헨티나 원목(산업용재) 생산 및 수줄 

2003 2004 2005 2006 2007 

원목 생산행m3) 9,706,000 9,333,000 9,846,000 9,499 ,000 9,499 ,000 

원목 수줄행m3) 36,000 39,136 47,ü62 34,505 34,505 

원목 수줄액(US$l，OOO) 800 1,000 2,071 1,841 1,841 

줄처 : FAOSTAT (FA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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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아르헨티나의 인공림 목재생산량 (1 ，000톤) 

줄처 : TMS (2008) 

현재까지 조림된 인공림에서 예상가능한 공급향은 2010년까지 10-11백만m3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산림부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당면과제는 입 

산업 시설이 공재공급량의 증가에 맞춰 층가할 것이냐에 었다‘ 아르헨티나 당국으 

로서도 입상업의 생산능력이 증가찰 때 까지 초림면적을 천천히 늘칠 계획으로 있 

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목재생산비가 칠레 등 인근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도 아니다， 

인공초림목의 공급은 2020년까지 약 16백만m3로 증가할 전망이다 (TMS , 2008) ‘ 

FAO의 초사에 따르면 추요 임 업 지 역 인 Misiones의 경 우 2009년 이 후 5년 동안은 

펄프용재의 공급이 지역 산업의 요구향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형、 * 냉? 서b_ ..v_ ..v、 <b_ ~v_ ..?)_ ~. ~ 에b 웅 웅 '<7.0 ..... O.c .... ;-/'l .... ;-7 .... ~ ~;:， .... T_ ''';:t:oo ,.,";_,.:> ~?、/‘f ‘9 '0 ')" • .， ι ., '0$' ' (J '~ ‘~ '-$ "0 

그림 3.8 아르헨 티 나의 인 공림 으로부터 원 목공급 전 망 (1 ,000m3) 
줄처 : TM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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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산물 쩡산 

표 3.15 아르헨티나 입산물 생산 실적 

Units 2003 2004 2005 2006 2007 

Roundwood 1000m3 13,678 14,917 14,218 13,871 13,871 

1 ndustrial roundwood 1000m3 9,706 9,333 9,846 9,499 9,499 
Sawlogs and veneer 1000m3 3,259 3,055 3,455 3,486 3,486 logs 
Pspulliptw)ood (round and 1000m3 6,317 5,987 5,970 5,514 5,514 

Other industrial 1000m3 130 291 421 499 499 roundwood 
Wood fuel 1000m3 3,972 5,584 4,372 4,372 4,372 

Wood chips and 1000m3 996 1,584 1,735 1,642 1,642 particles 

W ood residues 1000m3 359 130 839 617 617 

W ood charcoal 1000M!I' 318 526 347 352 352 

Sawnwood 1000m3 1,388 1,562 1,739 2,103 2,103 

Sawnwood (coniferous) 1000m3 1,066 948 1,079 1,078 1,078 

Sawnwood 1000m3 322 614 660 1,025 1,025 (non-coniferous) 

W ood-based panels 1000m3 1,112 1,515 1,322 1,333 1,333 

Veneer sheets 1000m3 2 2 2 2 2 

Plywood 1000m3 77 84 87 91 91 

Particle board 1000m3 455 536 602 585 585 

Fibreboard 1000m3 578 893 631 655 655 

Wood pulp 1000M!I' 782 874 755 794 794 

Mechanical wood pulp 1000MI’r 0 0 0 0 0 
Semi -chemical wood 

1000MI’r 190 251 188 212 212 pulp 
Chemical wood pulp 1000M!I' 592 623 567 582 582 

Diss olving wood pulp 1000M!I' 0 0 0 0 0 

Other fibre pulp 1000M!I' 112 118 182 131 131 

Recovered paper 1000M!I' 927 927 991 943 943 

Paper and paperboard 1000M!I' 1,444 1,586 2,080 1,545 1,545 

Newsprint 1000MI’r 174 170 181 183 183 
Printing and writing 

1000MI’r paper 577 638 725 392 392 

Other paper and 1000M!I' 693 778 1,174 970 970 paperboard 
줄처 : FAOSTAT (FA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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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산물 수줄입 

2007년 아르헨티나의 목재 수줄액은 US$940백만 있었다， 이 수치는 펄프 제지 및 

목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충 목재품의 수줄액은 US$314백만으로 전년도의 

US$319와 비슷한 수치이다， 아르헨티나는 펄프 및 층이류의 무역에 있어 수줄 

US$625.4백만， 수입 US$1 ，100백만으로 객자를 나타내었다(2007년). 

표 3.16 아르헨티나 목재 수줄입 현황 (단위; 백만US$)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줄액 609 519 474 586 760 774 902 939 

수입액 1,429 1,183 409 559 775 925 1,019 1,243 

무역수지 -819 -665 65 28 -15 -152 -117 -304 

교역액 2,038 1,702 883 1,145 1,535 1,699 1,921 939 

줄처 : INDEC 

FAO 산림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아르헨티나의 산업용 원목， 제재목 등 추요 
목재임산물의 생산， 수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산업용 원목은 9，499천 m3을 생산 

하여 제제소， 펄프 제지공장 등 아르헨티나 내 입산업에 공급하였다 원목의 수줄입 

은 생산량의 0.4% 미만으로 아르헨티나는 원목을 자급하고 있다‘ 

제재목 맞 목재패널류， 펄프는 수줄량이 수입량 보다 많다， 그러나 층이류(층이 맞 

판지)의 경우 국내의 수요를 층당할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지 않아 87만여톤을 수 

입하였다， 층이류의 수입액은 약725백만US$로 2007년 목재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이 부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르헨티나 인공림증가의 여력은 펄프제지산업의 성장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펄프제지산업에의 투자가 왈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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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아르헨티나 입산물 수줄입 현황 (2007 년) 

수입 수줄 

풍목 단위 생산량 
수입량 

수입액 
수줄향 

수줄액 

(천US$) (천US$) 

사」억 -혼 ~~론 m3 9,499,000 1,748 105 34,505 1,841 

제재목 m3 2,103,000 101,000 1,580 236,900 76,864 

제재목 (C) m3 1,078,000 8,000 24,696 219,900 68,521 

제재목 이C) m3 1,025,000 93,000 26,276 17,000 8,343 

목재 패널 m3 1,333,000 110,000 48,759 303,000 128,764 

섬유판 m3 655,000 21,000 11,819 214,000 13,960 

파티클보드 m3 585,000 40,000 9,711 74,000 26,163 

합판 m3 91,000 44,000 17,352 11,000 5,187 

베니어판 m3 2,000 5,000 9,877 4,000 1,750 

목재펄￡ Mη 925,000 112,080 75,679 200,000 129,703 

층이 및 판지 Mtr 1,545,000 871,600 724,732 155,000 17,694 

목재 연료 m3 4,372,000 0 0 0 0 

옥잔재 m3 617,000 218 666 18,000 591 

기타 섬유 펄￡ MI’r 131,000 2,100 2,391 0 0 

폐지 Mtr 943,000 65,000 15,017 2,382 395 

줄처 : FAO fores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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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럼정쩍 

(1) 산림정책 기초 맞 기구 

아르헨티나는 1994년 줄범한 비유럽지역의 옹한대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 

는 몬트리올 프로세스(M ontreal P rocess)의 회원국(A ustralia, Argentina, Canada, 

Chile , China , Japan, Korea , Mexico , New Zealand, Russian Federation, 

U ruguay and the U nited States of America 이상 12개국)이다， 따라서 아르헨티 
나의 산림정책은 산림의 경제쩍， 사회쩍， 환경쩍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충점을 

두고있다， 

아르헨티나의 천연림은 지난100년 동안 무분별한 벌채로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 

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인공림의 조성이 늘어나고 법률쩍으로 충앙 맞 지방정부 

의 초림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세 인공림이 현재 1.3백만ha까지 증가하였 

다， 인공림을 초성하고 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충앙정부의 추요한 도구는 법률 

제 25 ，080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인공림 경영자는 초림 및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경제적인 보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나무， 유칼립투스 

등 인공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제재목 맞 펄프 등 국내 산업에서 요구량의 대부분을 

층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천연림의 벌채 맞 지속가능하지 않는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이를 막기 위한 연방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산림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농업， 가축， 수산， 식품 사무국의 입업 

관리 국 (F orestry D irectorate of the Secretari at of Agriculture, Livestock, 
Fisheries and Food: SAGP yA)이 다. (홈페 이 지 : htt o ://www.minagri .gob .a r/ ) 

임업국은 아르헨티나의 국가경제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경제 및 공공서비스 및 

노동부 αAinistry of Economy and Publi c Services and W orks)로부터 권 한을 받 
고 있다 SAGPyA는 인공림의 통제 맞 마양한 입산물 개발 맞 법률의 적용을 담당 

한다， 다른 부서들도 천연림， 산림연구 맞 양묘장개발 등에 관여한다‘ 

환경 맞 지 속가능한 발전 사무국(Secretariat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 evelopment)은 임 업 관리 국 (F orestry D irectorate)을 포함하여 여 러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임업관리국은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 맞 지표에 대한 국 

가 프로그램， 임업 법률 사무소， 비목재임산물에 대한 프로그램， 천연림 및 보호지 

역 프로젝트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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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렴 관련법 

1) 산렴법 ιaw 26,331) 

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헨티나 최초의 연방 산림법 [Ley de Basques[ 이 
2007년 11 월 통과되어 2009년 2월 13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천연림의 벌채 시행 

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벌채이후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각 추에 대 

해 어느 지역을 보호하고 어느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인가， 또 어느 지역 

을 타용도로 전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일 

부 유전자 변형콩에 대한 수줄세를 통해 지원받아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를 수쟁하 

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지속가능개발 자역의 산림을 벌채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서를 제줄하도록 하고 었다， 이 평가서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토양 및 수질， 수자 

원， 이산화탄소 배줄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정책자금은 정부예산의 0.3%와 농업， 가축， 및 임업 수줄세의 2%인 총 

3억 달러 를 마련 하여 이 충 70%는 보호산림 소유추에 게 보상금으로 지 급되 고 나머 

지는 지방정부가 입업통제를 강화하는데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의 천연림은 지난 100 년 동안 127백만ha에서 31백만ha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지 

난 10년 동안에는 농지의 확장과 산림의 파괴로 말미암아 매년 30만ha썩 천연림이 

감소하였다， 이 산림법이 통과하기 직전에 Salta 추의 산림파괴가 5배로 급증하였 
다. (줄처 : http://www.ipsnoticias.net/) 

이 법은 천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림의 확대를 불러올 전 

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입지생산성이 높이 토지에서 약 10백만m3의 목재를 산업에 

공급하고 었다， 이 양은 아르헨티나 목재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1.2 
백만ha의 인공림에서 벌채된 약 20백만m3의 추로 소나무， 유칼립투스， 버드나무 

등의 수층이다 산업에서 이용되는 양은 약 10백만m30[ 다‘ 반면， 약 2.5백만m3의 

산림잔재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용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법 률 제 13，273호 

산림의 보호， 황폐화 방지， 입산물의 무분별한 이용 방지， 천연림에의 어떤 형태의 

투자라도 아르헨티나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법률 제24，857호 

이 법은 천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복구， 관리， 보호， 지속가능한 관리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 맞 비목재 입산물의 상업화에 대해 

규정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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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제25 ，080호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초림투자법으로 10년내 아르헨티나 내 생산림을 3백만ha 

까지 증가시킬 목쩍으로 투자진흥을 위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또한 자국 및 외 

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경제쩍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양묘， 초림， 

관리， 입산업과의 연계 등 광범위한 입업부문에 적용된다， 

。 세제 혜택 (Tax benefits) 
-산림투자 시점의 세율을 30년간 그대로 적용. 30년 이후에는 그 시점에서 재쩍용 

-소득세의 분할 상환 

-부가가치세(21 %)의 상환 

-자산， 부동산， 판매， 총소득에 대해 국세 맞 지방세의 세금 우대 

-자본자의 감가상각법 정 률법 적 용 

。 경제 혜택 æ conomic support) 

-조림면쩍에 따라 식재비 보초금 지급 -초림활착 성공시 (70-80%이상 생육) 지급 

. 1-300ha는 식 재 비 용의 80% 지 원 

. 301-500ha는 식 재 비 용의 20% 지 원 
파타고니아 지역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쩍용 

. 500ha까지는 식재 비용의 80% 지원 

. 700ha까지는 식재 비용의 20% 지원 
-숲가꾸기 (1 ，2차 가지치기， 1차 간벌)에 대해 보초금 지원 

-고유수층， 천연림， 상업이 높은 도입수층에 대한 지원 

아르헨티나는 개인소유 토지에 초림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단지 천연림을 개발할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5) 법률 제25 ，509호 

저13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인공림의 초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으로 토지의 소 

유자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신규초림 하도록 하는 법이다. 2001년에 제정되었다 

6) 법률 제26，093호 

바이오연료의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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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렴 투자쩔차 

(1) 초렴 투자절차 

아르헨티나는 자국 내 투자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차별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 이 

민 장려정책을 취하며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유인하는 여러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부 

문별 지역별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초림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충요한 투자부문으로 충앙 맞 지방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초림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초림용 토지는 사유지를 구입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평지의 광활한 면쩍의 농경지가 많아 초림에 적합한 토지를 남미국가 충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US$250-U S$2 ,OOO/ha). 아르헨티나의 추 

요 조림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파라나강을 따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위쪽으로 

멘트레리오스æ ntre Rios), 코리멘테스(Co rrie nte s), 미쇼네스(Misiones) 추는 초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으로 소나무J 유칼립투스， 포플러， 버드나무 등 초림에 

적합한 토지 및 제재소， 수송， 수줄 등 임업 기반시설이 강추어진 지역이다‘ 초림투 

자에 대한 위험성은 초림이 많이 이루어치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다른 지역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의 신규 초림지를 구입하는 것은 용이하 

지가 않다 Corrientes추는 현재 외국인의 토지구업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1-2년 

에 해결될 전망으로 있어 대규모의 신규조림지를 찾는다면 Corrientes를 우선쩍으 

로 고려할 수 있다， 

산림관련 법들에 의하면 보호지역， 천연럼에 대한 산림투자는 법률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산림보전에 대한 위험이 쩍은 일반쩍인 사유지에 초림 및 임엄왈동 투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유역， 경계지역， 보전지역 인근 등에 초림투자를 할 경우에는 

필 요에 따라 환경 영 향평 가서 (EIA , EnvironmentaI Impact Assessment)를 투자신 청 
시 영림계획과 함께 제줄해야하는 경우도 었다， 

(2) 투자관련 법 

투자 진줄을 위해 고려해야할 법률 및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법 25 ，871호 외국인의 이추정책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법 

률적 부문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로 이추자 

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제 20초) 이추 후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추지 영추권이 추어지게 되며 그 기간은 국가떼 기여정도에 따라 단축 

될 수 있다(제 25초). 

법 21 ，382호 해외투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 투자라 합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아르헨티나 내의 어떤 경제행위에 대한 

자본의 기여를 말한다， 아르헨티나 기업에 대한 지분의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 

한다 해외투자자는 아르헨티나 내 투자이익금에 대해 본국송금 맞 해외로의 이전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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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1) 법인의 종류 

회사법 (법 19 ，550호)은 아르헨티나에 회사설립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는 외 국자본의 회 사설 립 형 태 는 주로 Sociedad Anonima (SA, Argentine 
Corporation, 법 인 , 추석 회 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 

Argentine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 임 회 사)이 며 외 국회 사의 해 외 법 인 도 
포함한다， 

(j) Argentine Corporation (SA) 
추추수의 제한이 없다， 추추의 책임은 투자한 자본만큼 제한되며 경영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SA 는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IGJ, Companies Control Authority) 또는 
지방 등록기관에 법쩍 등록을 필해야 한다 최소 자본급 AR$12 ,000 (약 US$316, 
38만원)이 요구된다‘ 

@ Argentine Limited Liability Company (SRL) 
SRL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 2인 최대 50인의 구성으로 설립된다. SA는 SRL 
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회사의 운영은 1인 또는 다수의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다， 

관리자는 회사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된다. SRL는 IGJ 또는 지방 등록기관에 등록 

되어야 한다， 최소자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자본규모는 외사의 운영목적에 적정 

한 수준이어야 한다‘ 

@ 외국기업의 해외지사(Branch office)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본부의 존재에 대한 법적인 증명서를 IGJ에 제 

줄하고 등록해야 한다 해외지사는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지사는 본사와 별도로 회계운영을 해야 한다 

2) 법인설립 절차 

아르헨티나 회사설립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약 30일이 소요된다， 아르헨티나 회사 

로 설립한 것인가 해외기업의 아르헨티나 지사로 설립할 것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절차로 나쉰다， 

(j) 아르헨티나 회사로 설 립하기 

아르헨티나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은 해당 기업이 자국에서 쩍법한 절 

차를 통해 설립인가된 기업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회사 등록시 아르헨티나 상업등 

록소(A rg e nti ne P ub li c Re gistry of C omme rce)에 제 줄한다 일 반적 인 회 계 원 칙 에 
따른 회사의 운영 빚 고정자산의 소유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 IGJ에 회 사명 등록 요청 (비 용 AR$18) 
-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 의해 발급된 회사설립 신청서 (AR$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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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수수료 납부(Bank of Argentine N ation) (SA-AR$100, SRL-AR$30) 
- 공고 (회사명， 설립목적， 자본급， 설립자 인쩍사항 등) 

- 초기 자본금의 25% 은행 æ ank of Argentine N ation)에 증거급으로 예금 

@ 해외지사로 설립하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 요하다， 

- 본사(해외)의 정상쩍 운영에 대한 증명 

- 필요한 문서의 구비 및 회사 책임자에 의한 서약 

- 회사설립 공고 

- 회사 서류등록 

6. SWOT 분석 

(1) 강찜 

1) 조림투자에 대한 경제쩍 인센티브 

초림투자를 왈성화하기 위한 충앙정부 맞 지방정부의 정책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 제25 ，080호에 따라 초림비의 전부(소규모 면쩍 초림) 또는 일부에 대해 무상으 

로 보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추요 초림수층의 높은 생장률 
메소포타미아지역 소나무(Pinus taeda), 유칼립투스(Eucalyptus spp.) 등 추요 
림수층의 생장성은 세계 최고수준(30-35 m3/ha/yr)을 보이고 있으며 벌기령이 

다 빠른 생장에 따른 조림투자의 경제성이 높다， 

3) 초림에 쩍합한 토지 풍부 

1 = 
,," ... 

아르헨티나는 평지지형의 조림에 적합한 토양을 가진 입지가 18-20백만ha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초림된 면쩍은 1.3백만haOll 불과하다， 

정도 

(2) 약찜 

1) 정치 경제적 불안요인 존재 

임업투자는 장기간을 요하므로 투자국가의 정치 경제의 안정이 충요하다， 아르헨티 

나는 경기의 침체， 빈부격차， 정치쩍 불안， 외채상환문제， 물가의 상승 등 정치 경제 

쩍인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2) 숙련된 임업노동력 부족 

신규초림투자지의 경우 숙련된 

생산， 수확기계의 작동 등 전문 

3) 지나친 사유화 

임업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인력의 확보 맞 기술이전 및 

않다， 초림용 묘목의 

교육이 요구된다， 

자연산림의 파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기존 산림 지역의 용도가 많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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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두， 목화 등의 경작지 혹은 정부의 개발에 따른 목쩍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 

다 공유지가 아니라 사유화된 토지였기 때문에， 소유추들은 사회쩍， 친환경쩍 가치 

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용했다， 이것은 시장상품으로서 환산할 수 없는 자 

연산림에 대한 시장 실패， 그리고 비시장쩍 가치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낳은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3) 기회 

1) 대규모 임지공급 잠재력 

대규모의 초림에 적합한 토지의 공급 잠재력이 풍부하다 초림에 쩍합한 토지는 약 

18-20백만ha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현재까지 산림개발이 이루어진 면쩍은 

1.3백만ha에 불과하다， 

2) 임업부문의 발전 잠재력 

초림투자 맞 입산업 발달에 대한 정부 맞 지방 차원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제지 

산업의 투자증대에 따라 생산능력이 확충된다면 원목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 

다’ 

3) 조림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초림투자에 대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4) 위협 

1) 인공초림과 대비되는 자연산림의 감소 

자연산림이 위치한 열대 초원의 토양 황폐화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특히 

전농업， 무분별한 벌채， 철도 증설을 위한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괴되어 갔다， 산림의 황폐화는 건전한 산림의 조성 및 생육을 저해한다， 

2) 열대초원 지역의 파괴 

화 

파 

자연산림과 관련하여 열대초원 지역의 환경보존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생장하는 나무들의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실정이고 이는 다양한 층이 멸 

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옹다， 아르헨티나에 속한 지역의 경우， 20세기 

이후로 60%의 산림 면적이 파괴 되었고， 해당 지역 거추민들의 삶도 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3) 생태보전지구의 확장 

산림개발 맞 이용에 따른 환경쩍 규제가 심해지고 있으며 천연림 

가 확장되고 있어 초림투자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4 I 해외조링 .지힌경. 칙지 및 타당성 

등 생태보전지구 



표 3.18 아르헨티나 초림투자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기 회 (Opportunity) 

- 초림투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 대규모 임지공급 잠재력 

- 추요 조림수층의 높은 생장률 - 임업부문의 발전 잠재력 

- 조림에 쩍합한 토지 풍부 - 조림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ξt점 (W eakness) 위협 (Threat) 

- 정치 경제쩍 불안요인 존재 - 인공초림과 대비되는 자연산림의 감소 

- 숙련된 임업노동력 부촉 - 열대초원 지역의 파괴 

- 지나친 사유화 - 생태보전지구의 확장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아르헨티나의 산림자원은 질적으로나 양쩍으로 고성 

장을 이루고 있으며， 산림자원 개발도 비용 대비 효율 측면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 맞 개발， 인공조림에 대한 국제쩍 홍보， 관련 정보 

유통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쩍인 투자가 수요의 증대와 사기업 투자 

의 확충과 맞물리면， 앞으로 아르헨티나 산림자원은 더욱 더 세계적으로 부각될 것 

이다 

이러한 산림자원의 성장은 당연히 아르헨티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 

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10년에 걸쳐 총 10만 헥타르 면적의 인공산 

림이 초성될 경우， 약 3만 2천명이 정규직 일자리를， 그리고 1만 6천명 정도가 비 

정규직 일자리를 새로 얻을 수 있다는 연 구결과가 나와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초성으로 인한 창줄 효과는 도시보다 농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현재는 약 9만명 정도가 산림자원 개발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는 추세인데， 이 

수치는 아직 칠레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칠레의 인구가 아르헨티나 절반에 지나지 

않고 산림면적도 더 쩍은 것을 감안하면， 아르헨티나가 산림자원을 높은 실업률 해 

소에 십분 왈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인공산림 초성계획은 항상 추변 서식생물， 수질， 토양， 기후， 추민들의 생활 등 환경 

쩍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한 편으로， 산림지역을 소유하 

고 있는 소지추들 맞 산림자원에 기반한 소규모 생산업자들 간에 제대로 협력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산체계에서 충견 및 

대기업들이 점점 충소기업들의 입지를 잠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산림 

자원의 효율쩍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지만， 한 펀으로 아르헨티나 내 빈부격차 

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었다， 국제농업개발기급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북부지 

역에 거추하는 소규모 생산자 수는 약 25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의 절반 정도만 

대기업들과 평등한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이들에 딸린 가촉을 포함하여 약 100만 

명 정도가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이야말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필수쩍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력한 정치쩍 리더십과 폭넓은 여론수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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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러한 

점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는 정치 불안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만성쩍 불안정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 정부 정책은 장기쩍 시각이 결여될 수 박에 

없고， 단기 맴질처방식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지향쩍 시각은 산 

림의 장기쩍 충요성을 등한시하고， 산림관리보다는 곡물농업 쪽에만 지원을 집충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산림자원은 사회쩍 관심대상으로부터 오랫동안 제외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재 관련 제초업은 매루 다양하게 발달하여， 층이류， 톱， 장식용 

패널， 판지， 합판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다， 관련 대기업 경영자들은 자신감을 

갖고 회사별， 산업별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의 공급량 

이 층족되는 한에서， 그들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었으며， 특히 환율 자율 

화 이후로 국제시장에서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추요 기업들의 기술적 연구 맞 판로개척， 제품의 질에 대한 인 

증 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대기업들과 달리 영세업자들 

의 경우， 비공식 분야에서 회색 경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내수시장에만 치 

충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민추화 이후로는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성장뿐만 아니라 친 

환경 노선까지 갖추려는 노력이 뒤따량고， 여러 측면에서 현재는 장기적 시각떼 기 

반한 정책을 세우기에 유리한 초건이 초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의 명확한 표명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 

책의 효과라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상호작용 안에서만 실질쩍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자원 정책의 경우， 다른 용도의 토지 사용 및 농업을 포함한 다 

른 경제 분야， 더 나아가 각종 사회쩍 이슈와의 초화 및 초정을 통해서만 정책의 

취지를 효과쩍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마， 이 때， 개별지역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하 

고 건전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술쩍 협초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 개발기구들의 역할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쩍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우선 산림청과 다른 산림자원 관련기 

간 간에 역할과 기능 분담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청 내부의 기능 

쩍 필요에 따른 산림청 내 인적자원 훈련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인쩍 자원을 통하여 산림청은 초급 더 쩍극적으로 해외 투자자들과 

국내 사업 파트너 간의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산림자원의 이용은 토지 및 기타 자연환경의 개발 및 이 

용과 관련된 만큼， 하나의 별개의 자원이라기보다는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라는 차원에서 다른 환경 부처의 정책， 그리고 시민 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공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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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서비스기반의 경제구초로 2001년 경제붕괴 이전에 1인당 소득이 높 

고 숙련된 노동력， 산업， 사회기반시설 발전， 인공림의 확대 (80만 ha)로 임업에 대 

한 전망이 높았다， 

경 제 의 붕괴 는 외 국인 직 접 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심 각하게 영 향 
을 미쳐 외국기업을 파산 맞 높은 실업률 (20%)을 야기하였다， 입산물의 무역은 추 

요한 무역상대국인 브라질을 포함하여 급감하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다면， 임업은 거대화된 관료추의， 법쩍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은챙 자산/예급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및 효율적이지 못한 

초세제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비용이 여전히 상대쩍으로 높으며， 이는 효율 

성， 경쟁력 및 실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임업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지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채담보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행동에 따른 프로젝트를 

개 발해 야 할 것 이 다(http://www .fao.org/docrep/006/j2459e/j2459eOO.htm) 

아르헨티나는 산림벌채의 기계화가 진전되었다‘ 사회쩍， 환경쩍 지속가능성을 달성 

하면서 산림서비스 맞 노동의 전문화를 이루는 데 발전이 있었다 약 30%의 입지 

가 산림인증QSO 14000, OSHA 18000, FSC)을 받았으면 인증면쩍은 점차 증가하 

고 있다. 2008년 국가 산림인증제도가 FSC는 물론 PEFC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에 따른 인증프로그램이 2009년에 시챙될 전망이다， 

추요 시장인 미국시장의 타격 및 국내경기의 불안으로 입산업의 성장은 둔화되었 

다 2008년 펄프 및 제지산업의 성장은 정체되었다， 이들 산업은 기존 시설의 개선 

및 환경요건 충족， 비용절감 등에 충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7 년 많은 소 

규모 제재소들이 문을 닫앙고 대규모 제재소들도 생산규모를 줄였다. 2008년의 성 

장은 펠릿생산과 같은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투자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 

다 

아르헨티나 산림부분의 잠재력은 크다‘ 남북으로 4，000km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 

다양한 기후， 토양， 쩍당한 강수향 및 높은 생산성 맞 추요조림수층의 벌기령이 짧 

은 장점이 었다 산업의 경쟁력 맞 지속격인 고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투자자들의 

고려사항으로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인근국가인 칠레나 브라질과 비교할 때 토지가 

격이 저렴하다，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에 의하면 ha 당 토지가격은 

U S$150-U S$450이다. Misiones와 Corrientes의 초림투자 기업에 의하면 초림비 
로 각각 U S$8 0 0 - U S$1 ,0 0 0 (M isi 0 ne s)와 U S$400-U S$500가 ha당 소요되 는 것으 
로 초사되었다， 이들 지역의 토지는 특히 초림에 적합하여 세계적인 토지생산성을 

나타낸다 추의할 점은 초림투자가 정부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초 

림투자 인센티브를 담고 있는 범규25 ，090호도 변경될 가능성이 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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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림적지 선정 

1. 초렴쳐 션쩡의 가쩡 

아르헨티나는 대규모의 평지로 이루어진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초림용 토지 

의 공급여력이 충분하다， 현재 조림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초림을 위한 사 

회경제쩍 여견을 갖추고 있는 Misiones 주와 Buenos Aires 추의 D e!ta(삼각추) 지 

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두 가지 수층을 식재하는 경우의 타당성 분 

석을 하였다， 이들 지역을 아르헨티나 초림투자 대상적지로 선정한 초건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5 ，OOOha 이앙) 입지를 구입할 수 었다 

(2) 기존 또는 향후 수익성이 기대되는 두 가지 수층을 선정한다， 
(3) 도로나 수로를 이용해 원목의 수요처인 가공공장(제재목， 펄프)이나 수출항구 

까지 운송여건이 용이하여 생산목재의 판로에 제한이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그림 4.1 미 쇼네스 (Misiones) 추 소나무 초림 지 

그림 4.2 델타 (D e!ta) 지역의 포플러 초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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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럼지 예비 선정 

초림에 적합한 토양의 공급 잠재력이 높고 소나무， 유칼립투스 등 임목의 생장이 

빠르며 제재소， 펄프 공장 등의 입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Misiones추， Corrientes추)의 초림 지 를 선 정 한다 이 Misiones추는 입 업 충심 지 역 

으로 지방정부로부터의 묘목공급， 기술이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다， 또한 초림용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지역이다 

Misiones 추의 초림 가능지 를 평 가한 결 과를 종합하면 토지 구입 비 가 다른 추에 비 
해서 상대쩍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고， 소나무나 유칼립투스 초림수층의 생장이 우 

수(부록4 창초)하여 수익성이 었으며， 재해에 대한 위험이 없고， 임업왈동이 제일 

왈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입산업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 

역이다 

파라나강의 삼각지인 Delta 지역(D elta d e 1 P arana)은 포플러 및 버드나무 초림목 

의 생장율이 높고 수줄항 맞 대도시(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인접하여 운송에 있어 

유리한 입지초견을 가진 지역으로 초림 가능 대상지로 선정한다 

이들지역은 파라나강 또는 철도를 통해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및 수출항구까지 

의 운송이 펀리한 지역이다， 

A~ Misioncs. Corricntcs 
μ; I 시If;UI"':‘ I)~’1;1 (KIIHrI‘)sAirH:<() 

그림 4.3 메소포타미아 지역 초림 가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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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럼지 평가 

초림쩍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변수별로 초림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형， 토양， 선쩍 항구까지의 거리， 도로 및 수로의 접근성， 노동력 초달은 도면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기후， 고도， 입지 임대료， 전력 및 용수의 초달， 지방정부의 초 

림지원， 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규제의 가능성，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노줄정 

도， 치안은 문헌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1) 지형 

메소포타미아 파크<M e s 0 pot amia P ar k)2} 불리는 수목이 있는 대 평원으로 해발고 
도는 7 00m-800 mO] 다， 남쪽의 파라나강 하류의 델E!-(D elta)지역은 모래와 진흙이 

축적된 퇴적지형을 이루고 있다， 

(2) 토양 

북서 쪽 및 충부 Misiones는 Ultisols , loam clayish , redish brown로 배수층이 갚 
은 토양이 우세하다， 남부 Misiones 및 북동 Corrientes는 흥수의 영향으로 침식이 
많이 일어난 평지로 층쩍토 토양이다 토양은 clay loam s미ls ， 비옥도는 낮은 갚은 

토양이다， 낮은 지역은 hydromorphic soi ls 우세하다， 
북서쪽 Corrientes의 토양은 추로 산성토양이다， 사질 옥토부터 점토성 사질 옥토， 

배수가 불량하다‘ 벚벚 지역은 높은 pH의 나트륨-염부 토양이다‘ 

Delta 지역의 토양은 다양한 발전단계의 층쩍토로 이루어져 있다， 제방토양은 pH 
5 이상의 gley humic soilo] 었다. 이러한 토양은 물이 부족한 계절에도 경작을 가 
능하게 한다. Semi-swampy soil 은 습지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 토양은 두껍고 
일부 분해된 검은색의 진흙과 같은 유기물층으로 엎여었다 pH는 매우 낮아 초림에 

쩍합하다， 

(3) 선쩍 항구까지의 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부터의 생산된 임산물의 추요 수줄 항구는 우루과이강의 

Concepcion del U ruguay 또는 파라나강 하류의 lbicuy port 또는 상류의 
Diamante porto] 다， 이들 항구는 모두 Entre Rios 추에 속해었다. Misiones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는 700-800 km, D elta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는 100km 미만이다， 

(4) 도로(수로 쩔 근성 ) 

목재의 수송은 도로， 철도， 수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추요 임업지구인 메소포타미 

아 지역의 경우 육상 맞 철도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 Misiones추 남부나 

Corrientes서부지역의 경우 파라나강을 이용하여 목재의 수상운송이 가능하다， 

10kmo] 내 도달가능. D elta(Buenos Aires)의 경 우 초림 지 에 서 2km 이 내 위 치 한 
파라나강을 이 용해 수줄항 또는 부에 노스 아이 레 스까지 의 운송이 유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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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력 초달 

Misiones추의 경 우 인 구밀 도가 높고(25-50명 /km2) 임 업 충심 지 역 으로 숙련 된 노동 
력 을 포함한 입 업 노동력 초달이 쉽 다. Corrientes는 상대 쩍 으로 인 구밀 도 낮고 

(10-25명 /km2)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지않다 D elta지역은 대도시인 
B u eno s Aire s떼 가까워 (1시 간 이 내 ) 노동력 을 구하기 는 쉬 우나 초림 경 힘 을 가진 
숙련된 인근지역의 입업노동력을 구하기는 쉽지않다 노동력 초달에 대한 평가는 

모두 t충’이다， 

(6) 지 방쩡부의 초럼지원 맞 큐체가능성 

Misiones는 경제적 인센티브， 기술지원 등 지방정부의 초림투자에 대한 지원이 많 

다. D elta지역의 경우 현재까지는 Misiones와 같은 임업충심지역이 아니어서 지원 
은 많지 않으나 인근 Buenos Aires추 등 인공초림면쩍을 10년내 두 배로 확대할 
획으로 있어 지방정부의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Corrientes추는 토지의 확보 문 

제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의 토지구입제한 철폐 등 초림투자여건 

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산림투자에 대한 규제가능성은 보통이다， 

(7) 자연재해 노줄쩡도 

메소포타미아지역의 경우 자연재해에 따른 초림피해 위험은 쩍다， 바람 및 화재에 

따른 산불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으나 산림화재에 대한 대응초직이 갖추어져 있어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D elta지역은 10년 추기의 흥수피해가 발생되었으나 현 
재 멈 및 수로시설을 확층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피해를 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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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초림쩍지 평가의 결과 

기준 Misiones De!ta 

기후 λ。F 충 

고도 λ。F λ。F

지형 λ。F λ。F

토양 λ。F λ。F

선쩍 항구까지의 거리 λ。F

도로(수로j의 접근성 충 λ。F

입지구입비(임대료) λ。F

노동력 초달 충 충 

전력 맞 용수의 초달 충 λ。F

지방정부의 조림지원 λ。F 충 

규제의 가능성 충 충 

자연재해 노줄정도 λ。F 충 

치안 충 충 

4. 초럼지 선쩡 

임업충심지역으로 초림투자에 대한 경험 맞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Misiones주와 부메노스 아이레스의 파라나강 D e!ta(삼각주)지역을 초림가능 

지로 선정한다‘ 

Misiones추 초림 투자의 장점 으로는 우선 기 후 및 토양이 산림 이 용에 적 합하며 초 

림목의 생장률이 높고 벌기령이 짧다， 연방법 초림투자법 Law25 ，080(현재 

Law26，432)을 채택하여 투자에 적합하다， 기업， 노동자，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통 

해 초림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목재의 생산비가 

쩍게들며 지역 산업에서 원목에 대한 수요가 많다， 토지구입비， 노동비가 저렴해 경 

쟁력을 갖고 있다 산림 서비스와 임업기계관련 기업의 발전， 기술자 맞 특화된 사 

업의 제공 최신장비 맞 생산설비를 갖춘 1억본 이상 생산규모의 초림목 양묘장이 

확보되어 었다‘ 

델타지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의 북서쪽과 멘트레 리오스(Entre 

Rios)의 남쪽으로 위치해 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장이 우수하고 

파라나강을 이용하여 제재소등 가공공장까지 목재의 운송이 펀리한 장점이 었다‘ 

추요 소비시장인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깝다. 10년 추기의 대규모 흥수 

(1983년 대흥수) 피해 우려가 있지만， 이지역의 초림지는 수로， 둑 등 흥수의 피해 

를 막기 위한 시설이 오래전부터 갖추어져 있어 재해에 따른 초림지 피해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다， 파라나 강의 델타지역은 우루과이 강과 만나는 지점 사이로 많 

은 지류의 강과 삼각지로 이루어진 습윤한 지역이다， 이지역의 80%는 자연쩍 저지 

대이다. Salix 수층과 관련하여 목재로 이용가능한 많은 수층이 이지역의 생육에 쩍 
합한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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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초림가능지의 선정은 Misiones 추에서는 북부의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대규모의 토지구입이 가능한 충부 맞 남부 지역에서 선정한다. D elta 지 

역에서는 수로， 임도 등 입지 기반시설이 강추어진 지역 (기존 조림지)을 초림가능 

지역으로 선정한다， 

W 아르헨티나의 해외조림 투자환경， 적지 및 타당성 I 233 



및타당성 투자환경 제5장 조림적지의 

PARAOUAV 

---

1. Misiones 초렴지 

。
ι
-‘
-
9‘
a
。
g
‘
“
。
。

가능지 5.1 Misiones 초림 그림 

(1) 투자 환정 

1) 자연 환정 

선정한 초림쩍지의 위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미쇼네스(Misiones)추 이다， 미쇼 

네스(Misiones)추는 아르헨티나의 북동쪽메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Corrientes 
추와 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발 700-800 m의 대평원을 이루고 있다， 토양은 지 
역 별 로 다른데 북서 쪽 맞 충부 Misiones는 Ultisols, loam clayish, redish brown 
으로 배수층이 갚은 토양이 우세하고 남부 Misiones 및 북동 Corrientes 지역은 
흥수의 영향으로 칭식이 많이 일어난 평지로 층쩍토 토양이다‘ 반면， 북서쪽 

Corrientes 토양은 추로 산성 토양으로， 사질 옥토부터 점 토성 사질 옥토를 띈 다， 이 
러한 이유로 이 지역은 배수가 불량하다， 기후는 옹대 맞 아열대 기후로 북쪽지역 

및 남쪽지역의 옹대지역인 Pampena 지액은 건초기간이 없다‘ 강우량은 연간 북쪽 
지방 2,000mm 부터 남쪽의 Pampeana 지역의 900 mm까지이다， 

표 5.1 Misiones 초림 지 의 자연 환경 

구분 내용 

지형 평지 

고도 700-800m 

토양 Ultisols , loam clayish , redish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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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Misiones 추 초림 가능지 〈쩍 색 부분은 보호지 역 으로 제 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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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투자 환정 

미쇼네스(Misiones)추는 아르헨티나 23개 추의 하나로 북동쪽 끝에 위치한 아르헨 

티나에서 두 번째로 작은 면쩍을 가진 주이다， 북서쪽으로는 파라과이와 북쭉， 동 

쭉， 남쪽으로는 브라질 과， 남서 쪽으로는 Corrientes추와 접 하고 있다. Misiones의 

수도는 Posadaso] 다， 행정구역으로 17개의 department로 구분된다， 추의 면쩍은 

29 ,801km2 이 고 인 구수는 2008 년 추정 으로 1,077 ,987 명 이 다， 인 구 밀 도는 
32.4/km2 이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파라나， 우루과이， 이과수 등 세 개의 강에 
둘러싸여 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과수폭포(Iguazu Falls) 맞 국립공원이 북부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 거추민은 대부분 타지역에서 이추해옹 사람들로 일반적인 아 

르헨티나의 이추민과 다르게 브라질 남부지역에서 이추해와 정착한 사람들이 많다， 

유럽계 이추민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 그리고 일본에서 이추해옹 사람 

들이 정착하였다‘ 문맹률은 8.6%이다， 

Misiones추의 경제는 아르헨티나 북부 주들의 상황과 비슷하게 저개발 지역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상당히 다양함을 보인다 2006년 생산량은 US$48억， 1인당 소 

득 US$4，940(국가 평균보다 40% 쩍다)을 기록하였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토양이 침식받기 쉬워 집충적인 경작은 어려움이 었으나 농업은 Misiones의 경제 

의 10%를 담당할 정도로 충요하다. Misiones의 을창한 산림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면서 목재를 생산공급하였다， 추요 생산 수층은 Parana Pine , 

Guatambu, Cedar, Petiribi , Incense , Cane water-pipe , Anchico , Eucalyptus , 

Gueyca 등이 다， 이 지 역 농작물은 차， 담배 , 률 등이 다‘ 

표 5.2 미쇼네스(Misiones)추 조림지의 일 반 투자환경 

구분 내용 

행정구역 17개의 department 
추요산업 농업과임업 

사회간접자본 도로맞 입산업 

인구 1,077 ,987 명 (2008년) 

인구밀도 32.4/km2 

3) 초렴 투자 환정 

가. 미쇼너l스(Misiones)주 초렴투자의 장정 

미쇼네스추는 지난 40년간 임업 맞 입산업 기반이 잘 초성된 아르헨티나 최대의 

초림지역이다， 기후 및 토양이 산림이용에 쩍합하고， 토지가격이 타 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생장률이 높고 벌 기령이 짧으며 초림투자법 Law25 ，080을 

채택하고 있어 초림 투자를 하기에도 적 합하다 (현재 Law26 ,432). 

기업， 노동자，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조림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왔으 

며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목재 생산비， 토지구입비， 노동비가 저렴해 가격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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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역 산업에서 원목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산림 서비스와 임 

업기계관련 기업의 발전， 기술자 및 특화된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장비 및 

생산설비를 갖춘 1억본 이상 생산규모의 초림목 양묘장이 확보되어 었다， 

지방정부의 산림정책은 입엽이 경제쩍， 사회적， 환경쩍인 초견을 만족시키며 목재생 

산 연결체계에 있어 생산성의 균형을 갖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임업 

및 입산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 신규 사업이나 투자 프로젝트를 수챙하 

는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의 개발 및 소프트워l 어 구 

입지원， 장비， 작업자교육， 산림 현황， 입산업 조사 등을 산림지에 대해 지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및 산추에게 임업 기술 및 영림계획 작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지 농작지로 산림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토지는 약 768 ，000ha로 추정된다， 지방 

정부의 소규모 초림투자 지원사업에 따라 초림비 보초를 받을 수 있고 초림성공시 

정부로부터 보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자간 이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냐. 쩡보기술 Onformation Technology) 

지방정부는 입업 및 임산업에 대한 정보 맞 기술을 제공하여 신규 사업이나 투자 

프로젝트를 수챙하는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리정보시스템 (GJS) 의 개발 

맞 소프트워l 어 구입지원， 장비， 작업자교육， 산림 현황， 입산업 초사 등 산림지에 대 

해 지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립 미쇼네스 임업대학 (The School of Forestal 
S cie nce s of N atio nal U niv e rsity of Mi sio ne s)에 서 개 발되 었 다 이 시 스템 을 통해 
기술 및 영림계획 작성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다. 쩡산렴 현황 

미쇼네스추는 지난 40년간 임업 맞 입산업 기반이 잘 초성된 아르헨티나 최대의 

초림지역이다， 지방정부의 산림정책은 임업이 경제쩍， 사회적， 환경적인 초견을 만 

족시키며 목재생산 연결체계에 있어 생산성의 균형을 강도록 초장하고 었다， 

Misiones추의 유칼립투스 및 소나무수총 초림목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국가법 Law25 ，080에 따른 조림투자의 장려로 지난 10년간 

400 ，000ha가 대충소규모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었다， 현지 농작지로 산림으로의 전 

용이 가능한 토지는 약 768 ，000ha로 추정된다‘ 지방정부의 소규모 초림투자 지원 

사업에 따라 초림비 보초를 받을 수 있고 초림성공시 정부로부터 보초금을 지원받 

을 수 있다， 생산자간의 협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추정부는 2020년까지 총700 ，000ha의 생산림을 초성할 계획으로 었다， 이를 위해 

혼농업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사육， 꿀생산 등을 초림과 동시에 경하는 혼농업 

업을 장려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추요 항구는 우루과이 강의 Concepcion 
del Uruguay 으로 입 산물의 상당량이 수줄되 고 있다. Lower Parana의 Ibicuy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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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U pper P arana의 Diamante 항구， 이들 항구들은 모두 E ntre Rios지방에 었다‘ 

라. 산렴판리 체계 

미쇼네스추에는 보호지역이 아닌 천연림이 666 ,000ha 었다 이 지역의 농지 또는 
산림으로의 개발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미쇼네스추는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는 환경법을 충시하고 있다 Law854 (숲 맞 산림지에 대한 
법적 체계를 설정함)， Law3426 (보호림 및 생태지구를 규정)， Law3 ,631 (보전지구 
와 지속가능한 개발사이의 그린통로의 통합) 등의 법률을 통해 환경적인 보호 및 

보전을 담보하고 산림관리를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관련법으로 경계지역 

에 대한 법규정 (Law26 ,331), 산림화재 관리에 대한 미쇼네스추의 계획 등 환경쩍 
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 양묘쩡산 맞 초렴 수종 

미쇼네스추는 산림 생산성이 높은 풍층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소나무는 이 지역의 

추요 초림 수층으로 전 체 양묘의 80%를 차지 하고 있 다. P. Taeda, P. Ellioti 그리 
고 eucalyptus 수총(추로 E. grandis), 가 타 grevillea, araucaria and toona 등의 
수층이 양묘되고 있다， 초림용 총자는 국립양묘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원 및 품 

질이 우수한 총자를 도입하고 있다， 

바. 목재산업 

지 역 총생 산(GGP ， Geographic Gross P roduct)의 약60%를 입 업 및 임 산업 이 직 간 
접쩍으로 차지한다， 미쇼네스추의 입산업은 펄프 및 제지산업， 제재목， 목제품 제초 

업 , 합판， 파티 클보드， 워l 더 보딩 (we ath e r-b 0 arding), g roov e d 보드， 창호 제 초업 , 
가구， 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런 산업은 원료인 목재의 운송비 

가 크게 좌우하므로 생산업지에서 가까운 곳에 초성되어있다. 펄프 및 MDF 공장은 
고품질의 원료를 요구한다， 펄프， 제제소， 에너지산업 등은 산지 가까운 곳에 초성 

되어 있다， 미쇼네스추에는 3개의 펄프제지공장이 었고 600여개의 대충소규모 제 

재공장이 었다. 입산업은 대부분 Alto P arana 지역에 (Puerto Roco 위쪽으로 
Puerto 19uazu까지) 위치한다， 미쇼네스 추에서 임업 맞 입산업 왈동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은 제초 및 수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쇼네스추는 입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아르헨티나 전 

체 임산물수줄의 약 28.3%를 차지하고 였다， 펄프 및 제지산업은 24.3%, 목재산업 

은 47.4%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입엽은 고용이 활발해 
이 지역 약 총 37，400명을 고용하였다， 각각 입업 (12 ，000명)， 제재업 (14，000명)， 

합판 및 보드산업 (3 ，500명)， 가구제초업 (5 ，300명)， 펄프층이 및 하드보드 (2 ,600 
명) 등이 총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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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투자기 업 사폐 (ZENI 샤， Argentina) 

제니사는 아르헨티나에서 목재수줄 2위 기업이다， 목재 가공공장은 Corrientes 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제품은 건초목， 몰딩 및 판재류 등이다 창틀 등 추로 

건축용재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제재톱밥을 이용한 목재펠릿 

을 생산하여 수줄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도입한 최신설비를 운용하는 장점이 었다， 

제니사는 Corrientes추 Vista A erea, M alvina 지역에 약6 ，000 ha 이상의 추로 소 
나무 초림 지 를 가지 고 있 다 기 타 유칼립 투스， grevillea, Australian cedar 가 있 
다， 최상의 초림성과 맞 목재품질이 가능한 풍층을 석재하고 있다， 산림작업은 목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지치기， 간벌 등을 시행한다， 모든 산림작업은 자사보유의 고 

성능 임업장비를 이용해 기계화 되어 었다 생산능력은 마루판 40 ,OOOm2 , 전기설 

비용량 2,500kW , 고용근로자 380여명， 매년 200 ，000톤의 원목을 생산하여 

100 ，000톤의 제재목을 생산하고 있다‘ 

아. 미쇼예스주 초렴투자 수악성 

현재 초림된 면쩍은 400 ，OOOhao] 며， 추정부의 초림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미쇼 

네스추의 추가 초림가능지역은 300 ,000 ha 로 추정된다， 현재 이 지역의 초림투자 
임업에 진줄해있는 외국기업은 칠레기업인 Arauco을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인 

근 남미국가를 제외하고 지역적으로 북미나 유럽지역과 가까워 이지역과 무역 맞 

교류가 왈발하다， 스페인어 문화권으로 일반인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영어와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구할수 있 

으므로 언어는 그다지 큰 장벽은 아니다， 미쇼네스추는 소나무의 추요 생산지로 유 

칼립투스의 초림은 쩍다， 펄프공장 3개 제재소 600여개소가 있으며 생산목재의 

60%를 미국， 유럽으로 수줄하고 었다， 미쇼네스추는 국가법인 초림투자법 

Law25 ，080에 따라 투자인센티브의 수혜가 가능하다 초림 성공시 초림 면적에 따 

라 초림비를 무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미쇼네스추의 토지가격은 현재 약 US$ 500-1 ,OOO!ha 정도로 형성되어 었다， 아르 
헨티나에 초림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방식은 없고 토지를 구입해서 조림투자에 

대한 영림계획 (P lan)을 작성하고 지방정부에 사업신고를 해야 한다. 보전지구나 경 
계지구에 가까운 곳은 환경영향평가 (E1A)를 사업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토지의 

구입보다 우선쩍으로 산림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인근 투자사례， 수익성을 살 

펴보아야 한다 토지의 소유관계는 사유지 80% 추유지 20%로 구성되어 었다， 사 
유지 의 대부분은 문충(family)이 소유하거나 토착민(indigenous people)이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이다， 

*추요 가격정보 

토지 구입 비 250-1,000 U S$!ha 
작업 자 1일 임 금 20-30US$/day 
초림 비 1,000-1,3 50U S$!ha (Pinus taeda) 
묘목구입 비 315-560U S$!ha (P inus) 
450-675U S$!ha æucalyp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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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포타미아지역의 초림수층은 Misiones 추는 Pinus 의 추요초림지이고， 

Misiones 남부인 접 추인 Corrientes 는 Eucalyptus 충심 으로 초림 되 어 었 다， 

표 5.3 메 소포타미 아지 역 (Mi sio ne s , Co rrie nte s) 수익 성 

Growth 
(m3;ha/yr) 

Pines 20-33 

Eucalyptus 30-36 

Source: AD1-SAGPyA(2000) 

Misiones 추 소나무 목재가격 
제재용 원목 40US$/TON 

펄프용 16US$πON 
제 재 목(lumber) 1U S$/b.f 

4) 초렴투자 SWOT분척 

표 5.4 Misiones 추 초림투자 SWOT 

강점 (Strength) 
- 소나무， 유칼립투스의 빠른 생장성 

- 발달된 지역 임산업 

- 임업 기반시설의 확층 

- 임업왈동 기반 지역 

- 해외 투자자의 존재 

- 산림화재 대응초직 있음 

- 제재목 수줄 

약점<Weakness) 

수줄항까지 거리 멀다 

- 높은 지방세 

- 중소규모의 제재소 쇼볍 

Rotation 
Plantation 

lRR(%) proportion in 
(years) 

the region 

20-22 10-15% 80% 

10-14 13-15% 20% 

기회 (OpportunÎty) 
- 초림투자보초급 

- 저렴한토지가격 

- 토지소유권의 높은 가치 

- 임업부문의 추 경제 추요부분 차지 

위협 (Threat) 

바람피해 위험 존재 

- 해외 자본 투자에 대한 정치쩍 반대의견 

- 최대 허용 초림면쩍메 대한 정치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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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 

1) 수익성 분적 1: Misiones의 소나무 초림 수익성 분석 

표 5.5 Misiones의 소나무 초림 수익성 분석 
(단위 : US$/ha) 

연도 내용 최저 평균 최고 

0 입지 구입비 250 500 1,000 

0 입지 정리 400 500 600 

1-2 
식재 1,000 1200 1,350 

(모목구입비) (315) (450) (560) 
1-20 입지 관리 15 20 25 

0-20 법인 운영 70 80 90 

20 벌채 맞 원목운송 6,000 8,000 10,000 

20 제재목가공 1,500 2,000 2,500 

20 판매 수입 35,000 40,000 45,000 

IRR(%) 9 11 12 

1) 임지 구입비 

입지 구입비 250-1 ,000 US$/ha 정도가 소요된다‘ 

2) 입지 정리 

초림 예 정 지 정 리 작업 비 용은 400-600 US$/ha 정 도가 소요된 다， 

3) 식재 

식재는 약 1 ，000 본/ha을 하며 묘목구입비 (315-560 U S$/ha)를 포함하여 
1,000-1,35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4) 입지 관리 
보호 등 입지 관리에 매년 15-25 US$/ha 정도가 소요된다， 

5) 법인 운영 
법인 운영비(인건비 포함) 는 매년 70-90 US$/ha 정도가 소요된다， 

6) 벌채 및 원목 운송 
초림 20년 후 벌채하여 가공공장까지 운송하는데 6,000-10,0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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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공 
지역 내 가공공장에서 가공(제재목) 하는데 1,500-2,5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8) 판매 수입 
제재목 판매 수입은 35,000-45,000 U S$/ha 정도이다， 

9) IRR 
내부수익률을 구하면 평균적으로 9-12% 이다， 

2) 수익성 분적 2: Misiones의 유칼립투스 초렴 수익성 분석 

표 5.6 Misiones의 유칼립 투스 초림 수익 성 분석 
(단위 : US$/ha) 

연도 내용 최저 평균 최고 

0 입지 구입비 250 500 1,000 

0 입지 정리 400 500 600 

1-2 
식재 900 1,100 1,300 

(모목구입비) (450) (560) (675) 
1-13 입지 관리 15 20 25 

0-13 법잉 운영 70 80 90 

13 벌채 및 원목운송 5,000 6,500 8,000 

13 펄프칩 가공 1,000 1,200 1,400 

13 판매 수입 20,000 25,000 30,000 

IRR(%) 10 11 12 

1) 입지 구입비 

입 지 구입 비 250-1 ,000 US$/ha 정 도가 소요된 다， 

2) 입지 정리 

초림 예정지 정리작업 비용은 400-600 US$/ha 정도가 소요된다 

3) 식재 

식재는 약 1 ，000 본/ha을 하며 묘목구입비 (450-675 US$/ha)를 포함하여 

900-1,3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4) 입지 관리 
보호 등 입지 관리에 매년 15-25 US$/ha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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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운영 
법인 운영 비(인건비 포함) 는 매년 70-90 US$;ha 정도가 소요된다 

6) 벌채 및 원목 운송 
초림 20년 후 벌채하여 가공공장까지 운송하는데 5,000-8 ,000 U S$;ha 정도가 소 
요된다， 

7) 가공 
지역 내 가공공장에서 가공(펄프칩) 하는데 1,000-1 ,4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8) 판매 수입 
펄프칩 판매 수입은 20 ,000-30 ,000 U S$;ha 정도이다， 

9) IRR 
내부수익률을 구하면 평균적으로 10-12% 이다， 

(3) 투자 전략 

소나무 또는 유칼립투스 초림， 생산한 원목을 지역 내 가공공장에 판매하거나 입가 

공후 지역내 유통업자 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요처(수줄상 포함)에 직접 판매한 

다 

표 5.7 미쇼네스(Misiones)추 초림지의 투자전략 (소나무) 

구분 내용 

투자지역 위치 Misiones추 충부 맞 남부 

:i:.ζ리S 스 ‘촉 。 소나무 

투자기간 20년 

최총 재화 생산지로의 운송수단 수로/육로 

최총재화 제재목 

최총 재화의 판매지 Misiones/Buenos Aires 

표 5.8 미쇼네스(Misiones)추 초림지의 투자전략 (유칼립투스) 

구분 내용 

투자지역 위치 Misiones추 충부 맞 남부 

:i:.ζ리S 스 ‘촉 。 유칼립투스 

투자기간 13년 
최총 재화 생산지로의 운송수단 수로/육로 

최총재화 펄l.l.칩 

최총 재화의 판매지 Misiones/Buenos 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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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lta 초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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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Delta 지 역 초림 가능지 

(1) 투자 환정 

1) 자연 환경 

델타지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의 북서쪽과 멘뜨레 리오스(Entre 

Rios)의 남쪽으로 위치해 었다， 파라나 강의 델타지역은 우루과이 강과 만나는 지 

점 사이로 많은 지류의 강과 삼각지로 이루어진 습윤한 지역이다， 이지역의 80%는 

자연쩍 저지대이다. Sa !ix 수층과 관련하여 목재로 이용가능한 많은 수층이 이지역 
의 생육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장이 

우수하고 파라나강을 이용하여 제재소등 가공공장까지 목재의 운송이 펀리한 장점 

이 었다 추요 소비시장인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떼 가깝다. 10년 추기의 대규 

모 흥수(1983년 대흥수) 피해 우려가 있치만， 이지역의 초림지는 수로， 둑 등 흥수 

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오래전부터 강추어져 있어 재해에 따른 초림지 피해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다. 

델타 지형의 길이는 약 320km, 폭은 18-60km로 변화한다， 면쩍은 14，000km2어l 

달한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Predelta N ational Park, San Fernando 
Delta의 생물다양성 보전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다 

-기후， 삼각지 (D elta) 지구로 건초한 달이 없이 연충 습윤하다， 옹대기후로 서리가 
없다 여름과 가을철에는 범람의 위험이 촌재한다‘ 연간 강우량은 1,000 mm 정도 
로 최고의 강우량은 가을철 기록되었다， 기옹은 11.5 0c-17.40c의 분포를 보인다 

-토양: 다양한 발전단계의 층쩍토로 이루어져 있다‘ 제방토양은 pH 5 이상의 gley 
humic soilo] 었다， 이러 한 토양은 물이 부족한 계절에도 경작을 가능하게 한다， 
Semi-swampy soil 은 습지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 토양은 두껍고 일부 분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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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의 진흙과 같은 유기물층으로 당여있다 pH는 매우 낮아 초림에 적합하다 

표 5.9 Delta 초림지의 자연 환경 

구분 

지형 

고도 

토양 

E::그 ... “ψ""" ‘""''''''' 
금@‘A없‘ .... ，야 

... ’‘mAIfNC‘”‘ ’I “ ..... <IØHF 

* 

내용 

삼각추 

2-10m 
층쩍토 

eu.nol 
Ajre. 

그림 5.5 Delta 지 역 초림 가능지 (T ransitio n Zo ne, 녹색 ) 

2) 일반 투자환정 

Delta 인근 지역명은 Campana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추의 한 챙정구역이다， 충심도 
시 는 Campana Partido이 다 이 지 역 은 수도인 Buenos Aires로부터 약 75km 떨 
어져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경제권메 영향을 받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12번 고속도로(P an-American Highway)를 통해 통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2001년 
초사에서 인구는 84，000명으로 초사 되었다QNDE C). Campana와 Zarate는 충요한 
공업지구이다 공업지구 및 농림업이 추요 지역산업이며 파라나강 델타 및 lbicuy 
섭 일대는 관광지 및 휴양지구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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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Delta지역 위치 및 도로망 
자료 maps.google.com 

3) 초렴 투자환정 

가.초렴현황 

이지역의 95% 이상이 사유림이다 토지소유는 family, indigenous people 이 산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1백만 ha의 초림지가 있는데 추정부 차원에서 향후 

5-10년내 2백만 ha로 늘랄 계획으로 었다， 이 지역은 습윤한 토양에 쩍합한 포플 

러 맞 Willow 수층이 초림면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라나 강을 충심으로 

다양한 규모의 제재소 700여개가 분포하고 었다， 

이지역의 임업은 대부분 충소규모의 가족농(family-run)으로 운영된다， 몇몇 충대 

형 생산자가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추도의 수요를 층족시키기 위한 생산설비가 

들어서 었다 이 지역 인구는 델타지역의 특성상 고립되어 있지만 생산자 초직을 

통해 높은 근로의 욕의 자들이 다， 

델타지역은 임업이 핵심적인 지역으로 홍수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 

리시설인 levees와 trenches를 건설하여 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입업 발전은 

기반시설이 도로， 보트， 항구， 지역 전력선， 지역 기구들 간의 연계망을 통해 가능해 

졌다， 이지역의 입업생산은 환경， 기술 및 사회적 이슈를 통합하는 혼농업업(소사 

육) 시스템을 강추고 있다 하층식생이나 가지치기한 포플러 업을 사료로 이용한다. 

소사육은 임업 맞 축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토지이용을 최쩍화 하고 물 

관리에 이롭게 작용해 목초의 생산을 더욱 좋게 한다， 화석연료 및 농약 등 화학약 

품을 사용이 철저하게 자제되어 전통적인 임업생산과 비슷한 정도로 관리된다‘ 사 

회쩍인 관점에서 이러한 생산방식은 사회쩍인 기대에 부응하며 생산자의 경쟁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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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추는 구실을 한다， 이러한 입업생산은 결국 지역의 

정쩍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혼농업업 (소사육)을 위해 

초림된다， 

발전과 지역추민의 삶에 긍 

넓 은 초림 간격 (6mX6m)로 

Delta 지역의 초림가능지는 기존의 수로， 임도 등 기존의 초림 기반시설이 
진 지역으로 보전지대 (쩍색으로 표시된 부분)를 제외한 지역에서 선정한다， 

강추어 

이 지역의 추요항구는 San Fernando , San Pedro , Zarate , lbicuy 등이다‘ 부에노 
스 아이레스의 항구를 이용해서 수줄이 용이한 지역이다， 

냐. 산렴 셔비스 기관 - INTA (Delta Del Parana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Agricuhural Technology) 

lNTA는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부분으로 1956년 농업부문에서 농촌지역 추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합과 동시에 기술 개선 및 경제 발전을 초장할 목쩍으로 설립되었 

다 농업 , 가축 및 수산업 부 <M inistry of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ies) 
산하기관이나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있에 독자쩍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는 연구， 기술이전， 교육을 수행한다， 입업생산， 소사육， 꿀 

담당한다 지역개발， 경쟁력 강화， 환경쩍 지속가능성의 달 

이해당사자인 입산업부문， 생산자 초직， 델타 지역의 정부 

Delta del Parana AES 
및 호두 생산 등에 대해 

성을 위해 AES는 추요 

기구 그리고 대학들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높은 생산성과 건전성을 가진 포플러 맞 윌로우 클론이 초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 

층은 목재의 특성으로 우수성과 우수한 생태쩍 요소를 만족한다， 포플러 육총수총 

충에 서 가장 잘 쩍 응한 수층은 P ‘ deltoides와 이 보다 초급 못한 수층인 

P .x canadensis hybrids 가 었으면 이는 단판과 제재용으로 쓴인다， 연구프로그램 
을 통해 lNTA는 이지역에 쩍합한 우수한 초림수층을 개발하고 있다， 

초림에 대한 지침서(메뉴얼)이 발간되어 있다， 

그림 5.7 lNTA 관리 양묘장 및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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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기업 사폐 æDERRA S .A.) 

(가) Delta 초럼지 

초림 지 면 쩍 50,000ha (P opular 70%, W illow 30 %) 

벌기령 및 생장 

-Willow (Salix) 8-10 years, 15-20 m3 /ha/yr 
-Populus 12-14 years, 22-25 m3/ha/yr 

목재가격 

-보드용 $94/TON (f'APLAC) 
-펄 프용 $126/TON (P apel P reusa) 
-제재용 $180-200/TON æDERRA) 
-합판용 $200-220/TON (MEDANITO) 
*추1$(페 소)=3.8US$ 

ha당 생산량 270-350TON /ha (P opulus) 15년 

운송’ 파라나 강을 이용해 제재공장까지 약70km 운송 

선쩍능력 40-60TON /h r, 총 쩍재향 130TON 

관리비용 

150ha/1인 (인건비 US$ 1 ，000/휠) 
초림 비 US$ 1,500/ha (including dike investment) 

벌채비 US$ 11/m3, 운송비 US$ 7/m3 
생산제재목 판매가격 US$25/m3 

토지구입비 

U S$2 ,OOO/ha (Dike가 있 고 산림 이 없 는 토지 ) 
U S$400-1000 (시설이 없는 토지) 

수익성 IRR= 10% (dike 투자 회수기간 50년) 
이지역 생산목재 35%를 수줄 (부에노스 아이레스 항구) 

(나) 제제소 æDERRA S.A. INDUSTRlAL PLANT) 

A s e rra de ro E de rra S.A. æ de rra S awmi II 1 nc 0 rpo rate) 는 부에노스 아이 레스 지 
방 San Fernandodo 의 River Station에 위 치 해 었다， 공장의 면 쩍 은 12 ，500m2어l 

두개의 가공공장， 원목적재장， 제품창고로 되어있다. Salic ace ae 목재를 파라나강 
델타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가져와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은 ISO 9100 품질관리 
맞 ISO 14,000 환경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규모는 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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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0톤의 가공설비를 2대 갖추고 있다(4，000톤/윌). 제재목의 제재가공은 반자동 

방식으로 제재된 목재는 약 한달가량은 천연건초를 거친 후 100m3 용량의 kiln 건 
초기 3대에서 건초된다， 집성목을 접착， 압축성형하여 판상의 집성재를 생산한다， 

수줄을 위 한 포장규정 은 국제 표준 (FAO NIMF 15)을 따른다 이 표준은 정 부 

(SENASA, N ationaI Service for Agricultural Food Sanitation and Quality)Ol] 의 
해 승인되었다， 

그림 5.8 EDERRA 사의 제재목 생산설비 

4) 초렴투자 SWOT분쩍 

표 5.10 델타(D elta) 지역 초림투자 SWOT 

강점 (Strength) 기회 (Opportunity) 

- 포플러 맞 버드나무 초림목 생장율 높음 - 초림용 토지공급 잠재력 

- 수줄항 접근유리함 - 저렴한토지가격 

- 대도시 æuenos Aires) 인 접 - 초림투자보초급 

- 임업왈동 기반 지역 - 가구 단지 지역내 존재 

- 해외 투자자의 존재 

- 산림화재 대응초직 있음 

약점 <Weakness) 위협 (Threat) 

줄소규모의 제재소 소볍 생태보전지구의 확장 

- 임업 기반시설의 부족 - 범람 위험 존재 

- 숙련된 임업노동력 부촉 - 화재 위험 존재 

- 범람 피해를 막기위한 멈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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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 

1) 수익성 분적 1: Delta의 포플러 초림 수익성 분석 

표 5.11 D elta의 포플러 초림 수익성 분석 
(단위 : US$/ha) 

연도 내용 최저 평균 최고 

0 입지 구입비 400 1,000 2,000 

0 입지 정리 300 400 500 

1-2 
식재 1,400 1,500 1,600 

(모목구입비) (350) (450) (500) 
1-14 입지 관리 15 20 25 

0-14 법인 운영 70 80 90 

14 벌채 맞 원목운송 4,500 5,500 6,500 

14 제재목가공 1,600 1,800 2,000 

14 판매 수입 20,000 25,000 30,000 

IRR(%) 9 10 11 

1) 임지 구입비 

입지 구입비 400-2 ,0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2,000 U S$/ha <D ike7 t 었 고 산림 이 없 는 토지 ), 400-1,000 US$/ha (시 설 이 

토지) 

2) 입지 정리 

초림 예정지 정리작업 비용은 300-500 US$/ha 정도가 소요된다‘ 

3) 식재 

。i .!:. 
""~ 

석 재 는 약 800본/ha을 하며 묘목구입 비 (350-500 U S$/ha)를 포함하여 

1,400-1,6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4) 입지 관리 
보호 등 입지 관리에 매년 15-25 US$/ha 정도가 소요된다， 

5) 법인 운영 
법인 운영비(인건비 포함) 는 매년 70-90 US$/ha 정도가 소요된다， 

6) 벌채 및 원목 운송 
초림 20년 후 벌채하여 가공공장까지 운송하는데 4,500-6,500 U S$/ha 정도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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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된다， 

7) 가공 
지역 내 가공공장에서 가공(제재목) 하는데 1,600-2,0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8) 판매 수입 
제재목 판매 수입은 20,000-30,000 U S$/ha 정도이다‘ 

9) IRR 
내부수익률을 구하면 평균쩍으로 9-11% 이다‘ 

2) 수익성 분섹 2: DeIta의 버드나무 초림 수익 성 분적 

표 5.12 D eIta의 버드나무(Salix) 초림 수익성 분석 

(단위 ’ US$/ha) 

연도 내용 최저 평균 최고 

0 입지 구입비 400 1,000 2,000 

0 입지 정리 300 400 500 

1-2 
식재 1,400 1,500 1,600 

(모목구입비) (350) (450) (500) 
1-10 입지 관리 15 20 25 

0-10 법인 운영 70 80 90 

10 벌채 및 원목운송 3,500 4,500 5,500 

10 제재목가공 1,400 1,500 1,600 

10 판매 수입 15,000 20,000 25,000 

IRR(%) 8 9 10 

1) 입지 구입비 

입지 구입비 400-2 ,0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2,000 U S$/ha (D ike7 t 었 고 산림 이 없 는 토지 ), 400-1,000 US$/ha (시 설 이 
토지) 

2) 입지 정리 

초림 예정지 정리작업 비용은 300-500 US$/ha 정도가 소요된다， 

3) 식재 

。i .!:. 
‘，~ 

식재는 약 800본/ha을 하며 묘목구입비 (350-500 U S$/ha)를 포함하여 

1,400-1,6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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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지 관리 
보호 등 입지 관리에 매년 15-25 US$/ha 정도가 소요된다， 

5) 법인 운영 
법인 운영비(인건비 포함) 는 매년 70-90 US$/ha 정도가 소요된다， 

6) 벌채 및 원목 운송 
초림 20년 후 벌채하여 가공공장까지 운송하는데 3,500-5,500 U S$/ha 정도가 소 
요된다， 

7) 가공 
지역 내 가공공장에서 가공(제재목) 하는데 1,400-1,600 U S$/ha 정도가 소요된다， 

8) 판매 수입 
제재목 판매 수입은 15,000-25,000 U S$/ha 정도이다， 

9) IRR 
내부수익률을 구하면 평균적으로 8-10% 이다， 

(3) 투자 전략 

포플러 또는 버드나무 초림‘ 생산한 원목을 지역 내 가공공장에 판매하거나 입가공 

후 지역내 유통업자 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요처(수줄상 포함)에 직접 판매한다‘ 

표 5.1 3 D eIta 지역 초림지의 투자전략 (포플러) 

구분 내용 

투자지역 위치 Delta 지역æuenos Aires) 
:i:.ζ리S 스 ‘촉 。 포플러 <Popu!us) 

투자기간 14년 
최총 재화 생산지로의 운송수단 수로 

최총재화 제재목 

최총 재화의 판매지 Buenos Aires 

표 5.14 D eIta 지역 초림지의 투자전략 (버드나무) 

구분 내용 

투자지역 위치 De!ta 지역æuenos Aires) 
:i:.ζ리S 스 ‘초 。 버 드나무(Salix) 

투자기간 10년 

최총 재화 생산지로의 운송수단 수로 

최총재화 제재목 

최총 재화의 판매지 Buenos 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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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을 -. .., 

위한 목쩍 

1. 엄엽 투자법(법형 25080호) 요약 

1 ntro ductio n 
임업 투자법(법령 25080호)은 국제적으로 입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으로 1998년 말에 제정되었고， 법 133/99에 의해 규정되었다， 

확장하기 위한 투자 

내에서 추가적인 이 

이 규정에서는 신규 초림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기존의 입지를 

에 대해서 특별 초항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이 규정 

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투자법에서는 입업을 타 사업과 구분되는 추된 사업으로 보고，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사업 활동으로는 초림사업과 수목의 갱신， 경작， 경영， 벌채를 

하는데 있어 준비작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을 현대화하여 개선시키고 해당 산 

림을 병*해층이나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것들과 같은 행동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법에 의해 승인된 경우， 이런 상업쩍인 초림은 그 지역의 평균 면적을 계산하여 시 

작일로부터， 사업에 포함된 목재의 벌채 시 얻을 수 있는 양의 동등한 비율의 이익 

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내의 

대한 

아르헨티나 지역 

언급된 규정들에 

임업투자법은 국가적으로 제정하고 시챙하는 법이지만(모든 

경우) 각 지역 맞 지방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될 경우 위에서 

그들의 내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법 은 the Secretariat of Agricultu re, Livestock, Fishing과 Food of the 
M inist ry of E co no my에 의해 규정된다， 각 지방에서의 규정은 관련된 지역법에 의 
해 결정된다， 

추체들과 아르헨 혹은 외국의 공공，사적，국제적 

유효하다， 

B e nefici arie s 
임업투자법에 의한 이익은 개인과 

티나에 거추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형태로 법적으로 구성된다 임업투자에 대한 자금과 같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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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상승하더라도， 이 사업에 관한 세재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승인한다‘ 

또한 국가， 지방 법률 하의 어떤 법률과 미래에 생성되게 될 새로운 세재의 부담세 

에서도 수입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에 대해 계산할 수 있게 일반적인 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초세 안정이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과 함께 모든 세제에 대해 그 이율 혹은 보험 

료， 수입， 수줄세， 차압， 충향세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모두 포함한다‘ 

상업쩍 초림 사업은 본 조림지 축적의 30%이상의 

총 항목에 대한 초세안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축쩍을 새로 초성할 경우 이런 

임업 투자 허가를 받은 자는 30년간 별도의 세금 신설 또는 세율 인상의 쩍용을 

받지 않는다. The Secretariat of Agriculture , Livestock, Fishing and Food은 지 
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에 명시된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 S pecial re gime of de du cti 0 ns f or 1 nc 0 me T a x(소득세 공제 특별 제도) 
소득세를 계산할 목적으로 입업 투자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적인 현행의 소득세 제 

도와 현행 법 상의 공제 특별 제도 충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 공제 특별제도를 선택했을 경우 소득세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L 필수 기본 숙련 작업에 대한 투자， 건물， 장비， 생산에 필요한 시설 : 총설비의 

60%, 초세기간에 발생한 업무， 동일한 분야에서 돌아오는 2년 동안 40%. 

2 기계， 장비， 운송수단 구업에 대한 투자는 위의 
터 연간 1/3이 지난 기간에 해당한다， 

사항에 속하지 않고 시작일로부 

상풍을 만들기 위한 초세의 공제는 위에 명시된 것을 초과할 수 없다， 

각각의 초세기간에 입업 사업 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총량은 

부과되거나 특정한 할부 상환액의 공제 전에 부과된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어 있다면 전년도의 초세 손실이 발생한 후에 부과한다 

전체로 

연관되 

초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잉여금은 위에 명시된 각각의 연도 안에서 다음의 연도 

에 수행된다， 

3년간 가충 감가상각 옵션을 제공한다， 

• Refunding Value Added Tax(부가세 환급) 
임업 투자 허가를 받은 자는 명백하게 임업 투자 

한정쩍인 수입품， 임차 혹은 서비스 제공 부가세의 

상업쩍 임업 사업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산림 

산업의 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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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있어 재화를 구입하거나 

상환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해서만 허가하며 다른 



• Exemption from all taxes on assets for forestry production 
(임업 생산물에 대한 자산의 모든 세제 감면) 

임업 투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 혹은 생산 추체 혹은 물리적 개인이나 전체， 

입목의 소유추는 현재 혹은 미래의 세습세와 같은 모든 자산의 세제에 대해서 감면 

을 받는다， 

앞에서 언급한 자산은 Presumed Minimum Profits Tax의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 

• Tax exemption for capital increase and shareholding operations in legal 

entities beneficiaries of the present law 
(자급 증가에 대한 세제 감면과 현재 법 상에서의 법적 실체의 이익) 

임업투자법은 모든 국가 세금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 계약서， 경영 계 

약서， 구입 계약서， 다른 기업의 문서， 등록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도 이 내용이 포 

함된다， 

또한 입업 투자법을 보증하는 지방 정부는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이와 유사한 표준 

을 설립해야만 한다， 

• N on refundable financial aid for forestry 
(임업에 대한 재정쩍인 지원 환수 금지) 

500ha 이하 부동산을 소유한 입업 투자가에게 헥타르 당 상환이 불필요한 보초금 
을 지원한다 보초금액은 지역， 수층， 작업 등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은 범추를 

따른다， 

a) 1-300ha는 식 재 비 용의 80% 지 원 
b) 301-500ha는 식재 비용의 20% 지원 

파타고니아 지역에서는 다음의 범추를 따른다 

c) 500ha까지 는 식재 비용의 80% 지원 
d) 700ha까지는 식재 비용의 20% 지원 

지원 비용은 다음의 작업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a) 식재， 전체 비용의 80%까지 영향을 받은 후에 12-18개월이 지난 후， 식재 전 
의 토양의 준비기간을 포함하고 자연림에 남아었던 임목을 제거한 비용은 제외한 

다’ 
b) 영향을 받는 3개월 이내 그리고 전체비용의 70%까지 간벌과 가지치기와 같은 

산림 경영 사업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얻는 수익을 제한다， 

• N 0 time limit for the consituency of trust agreements 

(계약상에 대한 시간 제약 금지) 

임업 투자법은 신뢰의 동의를 위한 법 24.44 1에 의해 제공되는 사업 기간의 30년 

간의 시간 제약대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고려사항 

W 아르헨티나의 해외조림 투자환경， 적지 및 타당성 I 255 



2. 외국기업 초렴투자 사폐 

(1) 외국기엽의 아르헨티나 산림부문 투자현황 

아르헨티나 내 산림부문 해외자본 투자의 약50%는 칠레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다， 그 외로 미국과 캐나다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프항스，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의투자 진줄이 활발하였으며 아르헨티나 기업도 입업부분의 투자를 늘 

리고 설비를 확장하는 등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초림지의 약 20-30%는 해외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초림면쩍이 가장 많은 Misiones 추의 경우 칠레기업인 
Arauco사(34만ha)와 Alto P ara na사(10만ha)등 칠 레기 업 이 전 체 초림 지 의 약 34% 
를 소유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제재소의 건설 확대 맞 수출증가로 아르헨티나 임 

업의 부가가치는 높아졌다， 다음 표는 아르헨티나의 임업 맞 입산업체 투자하고 있 

는 외국기업의 투자 내용 및 투자규모이마， 

아르헨티나 산렴부문에 투자하고 었는 외국기업 현황 

투자국가 투자회사명 
대상회사명 

투자내용 
투자액 

(아르헨티나) (백만US$) 

Celulosa 
칠레 Arauco & Alto Parana 농지구입 287 

Constitution 
신규제재소 30 
신규 MDF 공장 40 
기손 일표 생산능력 。설 40 
산림면적 확대 50 
Cel. Puerto Piray 구입 및 

48 
입지 10,000ha 구입 
산림면적 확대 50 
제재소건설 30 
신규초림 사업계획 15 
보드생산공장신설 80 
Puerto Piray에 MDF 공장 

60 
신설 
Misiones어l Pecom 

43.7 
Forestal 구매 
생산 공정의 최쩍화작업 32 
RosarioOll 석유화학 공장 

45 
인수 
LD 제초사(기존명칭 

100 
Faplac) 인수 
바이오매λ 건초기 확대 30 

칠레 CMPC S.A ‘ 
Papelera 

지역 회사의 매입 N.A 
del Plata 

기존 설비용량 증설 180 
P ro ductos 공장의 z설 'i!‘1 신설， 

178 
Tissue S.A. 35,000ha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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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C S.A. Corrientes에 펄 u저l지공장 160 
Bosques 80，000ha의 산림경영계획， 

190 
del Plata 매년 6,000ha 조림 

Propa S.A. 
회사의 설립 및 기계 및 

10 
자동화시λ템 도입 
투자계획 0.25 
대규모 제재소 Aserradero 

20 
건설 

Fanapel Celulosa 

우루과이 lnvestment Argentina Fanapel은 C1C(미국) 인수 N.A. 
Corporation S.A. 

Bermudez 설비용량 증설 40 
공장 풍당 추가 숭설 30 
펄l.l. 생산능력 증설 50 

Fondo de 
Forestal 

미국 
mverslon 

Argentina 
Forestal Argentina S.A. 

86 
es DITH 의 80% 지분 매입 

S.A. 
LLC 

Grupo 
Lenga 

Patagonia 목재 및 칩 공장개발 110 
Trillium 

S.A. 
lnland 

Massuh Massuh 공장 매입 26 
Container 

용량 증설을 위한 기계류 
6 

도입 
Jefferson Smurfit 

Cel. Cnel Suarez y 
아일랜드 Smurfit Argentina 27.5 

Asindus사 매입 
Group S.A. 

Fabrica Argentina de 
10 

Caπon사 매입 
Compra Cartonex, 

Cartonex B ernal 13 

y Usina사 매입 
신규 설비투자 6 

포르투갈 Juvenal Juvenal 코르크생산 3 
Louis 

-효라。-λ Dreyfus Faplac S.A. 투자계획 5.8 

et Cie 
보드공장신설 78 
마루판공장 6.3 

칠레 Masisa 
Masisa Concordia에 보드생산 공 

142.5 
Argentina 장 2곳신설 

보드생산공장신설 86.6 
생산용량증설 20 
MDF 생산용량응설 10 

W 아르헨티나의 해외조림 투자환경， 적지 및 타당성 I 257 



Concordia에 MDF 공장신 
28 

설 
보C 재가공공장 2 
2000-2009년 50,000ha 

N.A 
초림 계획 

MDF 몰딩생소낼비 확장 1.7 

스페인 
Rich 

Xiberta 

Rich 

Xiberta 
코르크 1.5 

Brison 

Union de Fideic. Corrientes추에 입지 

스위 λ Bancos Fciera. 12,800ha 구입 (평균 구입 12.85 

Suizos Forest. 가 1004US$;ha) 

1 
건 초기 (kiln) 구입 1 
바이오에너지 생산 14 
생산용량 증설 16 
멜라민보C 공장 47 

Union 
Papel 

Zucamor S.A. 30% 지분매 
미국 

Camp 
Misionero 

입 
22 

SA1F 
설비 신설 2.7 
생산용량 。설 0.7 
Hurlingham 공장 구입 3 
Hurlingham 장비 구입 7.4 
신규 생산설비 13.5 
환경 처리시 λ템 2.9 
설비 및 공장 확장 22 

미국 
Ushay Ushay 

산림 투자사업 5 
Forestal Forestal 

줄처 : Trade and Media Services Ltd (2008) / Source: Valor Agre응ado 2008; ADl 
and SAGPyA and TMS sources 

(2) 청페기업 투자사폐 -Parque Arauco S.A. (PASA) 

(줄처: 2008 년 Arauco사 지속가능성 보고서) 

아라우코(Arauco) 사(社)는 칠레 산티아고에 본부를 두고있는 부동산 지추회사이 

다. 1979년 설립이래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체 참여했으며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대규모 쇼핑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에 쇼핑몰 등 사업에 진줄하였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추 

요한 외국 투자기업이 되었다， 아루우코사는 미쇼네스추를 충심으로 토지의 구입 

맞 초림투자， 입산업 공장의 건설 등 산림부문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다， 아라우코사 

의 농지구입액은 287백만US$에 달한다 (30만ha). 

아라우코사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총 150만ha의 초림투자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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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미 최대의 산림지를 가진 기업이다， 이충 20%(309천 ha)는 천연림에 해당하는 

산림으로 생산림과의 조화를 이루며 보전하고 있다. 2008 년 이들 초림지에서 37.7 
천 ha를 벌채하여 26.6백만m3의 목재를 생산하여 펄프， 패널， 제재목의 원료로 공 

급하였다， 

초림지 151만ha (칠레 72%, 아르헨티나 17%. 브라질 8%, 우루과이 3%), 인공림 
62%, 천연림 20%, 기타이용 15%, 초림예정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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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uco사의 쩡 산향 

생산풍 단위 2006 2007 2008 
원목 백만 m3 14.20 15.30 16.50 
목재펄￡ 맥만 Adt 2.18 2.62 2.90 
제재목 백만 m3 3.19 3.19 3.01 
패널 백만 m3 2.30 2.27 2.37 
에너지* GWh 2,ü62 2,406 2,722 

*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 생산 

줄처 : 2008년 Arauco사 지속가능성 보고서 

2008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신규로 초림투자는 223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인증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칠레와 아 

르헨티나의 모든 산림경영은 IS014001 표준(환경경영)을 획득하였다‘ 칠레의 경영 
림은 PEFC로부터 국가인증표준으로 인층받은 프로그램인 CERTFOR를 받앙고 브 

라질의 경영림은 FSC인증을 받았다， 산림자원은 ARAUCO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충요한 핵심쩍인 사업이 되고 있다. 1990년 생명공학연구를 위해 Bioforest 
S.A.를 설립하여 초림목의 품질 맞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육총연구를 동시에 

하고 었다， 양묘장을 운영해 초림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행 

소나무 인공림 경영을 통해 생산하는 목재의 용도는 보통 직경 30cm 이상의 가지 
치기 작업이 이루어진 옹이가 없는 제재용 원목， 가지치기 되지 않은 직경 

18-40cm 의 일반쩍 제재목， 직경 12-18cm, 높이 12m 이상의 수피를 벗긴 전추 
목， 추로 간벌목을 이용하는 목질섬유를 이용하는 펄프용 목재 등이다， 유칼립투스 

초림목은 추로 펄프용으로 이용된다， 

1) ARAUCO사 연락처(본사 업업부) 

Forestry Area 
Av. EI Go If 150 , 14th Floor, Las Condes , Santiago Chile 
TeI: (56-2) 461-7200 
Fax: (56-2) 698-5967 
EmaiI:forestry@arauco.c1 

2) 아르헨티나 Misiones추 지사(본부， 부에노스아이레스) 

Gdor. Valentin Vergara 403, piso 3 
(B 1638AE C) Vicente Lopez 
Buenos Aires, Argentina 
TeI ’ (54-11) 5556-6000 
Fax: (54-11) 5556-6057 
Misiones추 초림 지 사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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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a Alto Parana 
Ruta N acional N 212, K m. 1588 
CP 3378 Puerto Esperanza 
M isio ne s, A rg entina 
Te l.: (54-3757) 488000 
Fax: (54-3757) 48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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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연락쳐 

(1) Misiones 주 

Mirùstry of Agriculture and Production 
Tel ’+ 54(03752)447165 / E-mail: ~groinf o@misiones.gov.ar 
wrww .agro .llUS10neS .org .ar 

U ndersecretariat of Forestal Development 
Tel:+ 54(03752)447179 / E-mail: ~desfor@gmail.com 

Mirùstry of Ecology, Renewable N atural Resources and Tourism 
Tel ’+ 54(03752)447590 / E-mail: ~cologia@misiones .gov .ar 

www .ecolo gia.misiones.o rg .ar 

U ndersecretariat of F oreign Commerce 
Tel:54(03752)447585 / E-mail: ~ucei_relin@misiones .gov .ar 

양묘장(묘목생산) 

Misiones Biofabrica S.A. 
Tel:+ 54(03752)483244 / E-mail: comurùca디on@biofabrica.org.ar 
www .biofabrica.org 

H oracio Arùbal 다ompela 

F orest E ngineer, Manager of F 0 rest P romotion 
Tel.+ (543752)447155 
E-mail: planesforestales@misiones.gov.ar 

Maria 1λlÎsa Pasculli 
Tel.+ 54(3752)447594 / 447541 
dirgralbvf@misiones.gov.ar 
www .ecolo gia.misiones.g ov .ar 

환경부담당자 

anisabeb:higlione@hotmail.com 

(2) Delta 지역 

Delta del Parana 담당자 
INT A Director 
lng.Agr. Gerardo O. Mujica 
Tel.(03489)460075 
E-mail: gmuiica@correo.inta.gov.ar 
www .inta.gov .ar/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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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 Researcher 
Daniel J. somma, PhD 
E-mail: disomma@vahoo.com.ar 
Tel.(03489) 46 0075 

Estacion Experimental Agropecuaria Delta del Parana 
Rio P arana del las P almas y Canal Laurentino Comas 
4ta seccion de islas - Campana - Prov. de Buenos Aires. 
Tel. (03489) 46-0075 /76 

(3) 쩡부기관 

Federal Council of lnvestment (CFI) 
Tel ’+ 54(03751)447578 / E-mail: clirnisiones@ceel.com.ar 
www.inta.gov.ar/montecarlo 

아르헨티나 농림 • 가축 · 수산부 
htt p: / /www.rninagri.gob.ar/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 Av Paseo Colón 982 (1063) Buenos 
Aires, Argentina. Tel: 54-11-4349 2000 

N ational Parks Adrninistration 
Tel.+54(03757)420722 / E-mail: iguazu@apn.gov .ar 
www. parauesna며onales .gov. ar 

(4) 가타 

Argentina F orestry A ssociation-Regional NEA 
Tel.+54(03751)420120 / E-mail: ~foanea@arnet .com.ar 

Alto P arana Ass 0디atin of Timber D ealers, Sawrnills and Related Matters 
Tel.+54(03751)422895 / E-arnil: amayadap@arnetbiz.com.ar 

Asso디ation de P ro ductores, lndustriales y Co merciantes F orestales de Misiones y 
NE de Corrientes 
Tel.+54(03752)439324 / E-mail: apicoform@arnet .com.ar 

Mes opotarnic F orestry As so디ation 

Tel.+54(03754)420265 / E-mail: ~formeargentina@hotmail.com 

Technical Center for Timber (CTM) 
Tel.+54(03751)481272 / E-mail: çtmmontecarlo@gmail.com 

College of Forestry Engineers 
Tel.+54(03751)422042 / E-mail: coiform@arnet.com.ar 
www.coiform.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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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Forestal Argentina 
B artolome Mitre 1895-2 (C 1039AAA) Buenos Aires 

www.afoa.org.arcorreo@afoa.org.ar 

。 Environmental NGOs 

Argentina W ildlife F oundatio n-Misiones 
Tel.+54(03757)422370 I E-mail: emiliano.;>alva do r@vidasilvestre.org.ar 

GuiraOga-Center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hatchery of Wildlife 
Tel.+54(03757)423980 I E-mail: ~ecretaria@fuunda디onazara.orξ ar 
www .guiraog a.funda며onazara .org .ar 

Mis ones Ecologists Associations N et (RAE) 
Tel.+54(03755)470065 I E-mail: rulo@arnet.com.ar 

。 미디어 

Argentina F orestal.com M aga깅ne 
www .argenti naforestal.c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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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조림투자 관련 자료 

(1) 아르헨티나 지역별 초렴수종별 쩡장율， 벌기령， 수익성QRR) 

지역 :i:.ζ리S스 ‘촉 。
생장율 벌기령 수익성QRR) 

(m' ;ha/year) (년) (%) 

Pines 20 - 33 20 to 22 10 - 15 

Mes opotamia Eucalyptus 30 - 36 10 - 14 13 - 15 

Araucaria 18 25 - 30 NA 

Eucalyptus 25 - 30 12 12 - 15 

Pampeana Conifers 18 - 20 22 - 25 10 - 15 

Salicales 25 - 30 10 - 12 9 - 14 

P inus P onderosa 20 30 - 35 10 - 12 
Patagonia 

P. D ouglas fir 25 28 - 35 10 - 12 

Conifers 25 20 - 25 10 - 15 
NOA 

Eucalyptus 20 - 25 12 - 15 9 - 11 

Willows 20 - 25 8 - 10 9 - 11 
D elta Region 

Populars 20 - 25 10 - 12 10 - 12 

Central Region Conifers 18 - 23 15 - 25 10 - 12 
Cuyo, Alto 

Salicales 25 - 30 10 - 12 12 - 14 
Valley Region 

줄처 : lnvest in Argentina country of opportunities (AD1-SAGPyA, 2000) 

(2) 초렴수종별 지역별 별기형 

Pine Eucalyptus Populus 
Co rri ente s/Entre 

20-22 10-14 
Rios 
Delta del Parana 

18-20 10-14 10-15 
æuenos Aires) 
Mi so nes/N. W ’ 

18-20 9-13 
Corrientes 
Patagonia 30-35 12-15 
SE Buenos Aires 

Province 
22-28 9-13 

Source: F orestry A ssociation of A rgentina 
GA1N Report - AR6015 이SDA Foreign Agricultural Seπice， 2006) 

(3) Corrientes추 초렴 투자 여 건 

초림목의 생육에 있어서 본 보고서의 투자 가능지로 선정한 Misiones 추와 비슷한 
양호한 성 격 을 지 닌 Corrientes추의 초림 투자의 SWOT 분석 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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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ientes 추는 초림용 토지의 공급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단， 현재 외국인의 토 
지구입에 제한이 있어 현재로서는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나 근년 내(1-2년대) 이러 

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토지구입 잠재력 측면에서 외국인의 투자제한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투자 

의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Comentes 추 초렴투자 SWOT 

강점 (Strength) 기회 (OpportullÎty) 

- 초림용 토지공급 잠재력 - 초림투자보초급 

- 소나무， 유칼립투스의 빠른 생장성 - 대규모 초림용 토지공급 잠재력 

- ζk을 통한 수줄항까지의 접근성 양호 - 저렴한토지가격 

- 해외 투자자의 존재 - 추정부의 입업부문 충정지원 

- 산림화재 대응초직 있음 - 토지소유권의 높은 가치 

- 제재목 수줄 - 해외투자자에 대한 토지공급 해결 가능성 

약점(Weakness) 위협 (Threat) 

임업 기반시설의 부족 화재 위험 존재 

- 축련된 임업노동력 부측 - 바람 피해 위험 존재 

- 해외투자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한(근년내 - 생태보전지구의 확장 

해결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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