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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목재수급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매년 목재 수급실적을 파악하여 목재수급전망, 국산목재공급량 및
외국산 목재도입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초작성은

․

년에

1910

․

시작되었고, 여기에는 벌채허가실적, 용도별 목재공급실적(칩 펄프, 보드, 합판, 토목 갱목,
제재, 바이오매스, 표고자목, 톱밥용 등), 외재도입실적 등으로 목재수급과 생산에 관련된

․

산림청 등의 중앙부처와 시 도 지자체, 지방산림청, 목재관련협회 등의 데이터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목재수급통계 (승인번호: 제136005호)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

조(통계작성의 승인)에 근거하여 승인된 일반통계

18

-

승인통계 제136005호(승인일자

○ 목재수급통계는 산림기본법 제

: 1975.7.29.)

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및 제22조

10

임산물 수급 및 안정)에 근거로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시책 수립의 기초

(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됨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3. 작성방법

○ 보고체계
-

벌채허가 실적

:

· ·

→ 시·도 및 지방산림청
자료취합 및 분석 → 산림청 홈페이지

시 군 구 및 국유림관리소(입목벌채허가 실적보고)
접수, 자료취합)

(

→ 산림청 접수
(

,

정보공개)

(
-

외재도입 실적

:

산림청 임업통상팀(관세청 무역통계자료 활용)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산림청

/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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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자원과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전국/시도 목재수급 통계

-

년

: 1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통계 작성 일정

○ 일정별 수행 업무
시

기

내

용

주

- 국산재 원목시장가격 동향 발행(겨울)

한국임업진흥원

- 4분기 목재수급 실적 작성
1~3월

체

산림청

- 국산재 원목시장조사 용역 발주
- 목재수급전망 작성
- 자료작성 담당자 교육(목재생산이용과정 1회)
- 1분기 목재수급 실적 작성

4~6월

- 국산재 원목시장가격 동향 발행(봄)

산림청

- 상반기 목재수급 동향 간담회
- 2분기 목재수급 실적 작성
- 국산재 원목시장가격 동향 발행(여름)

7~9월

산림청

- 하반기 목재수급 동향 간담회 및 협의회
- 자료작성 담당자 교육(목재생산이용과정 2회)
- 3분기 목재수급 실적 작성

10~12월

산림청

- 국산재 원목시장가격 동향 발행(가을)

7. 통계연혁

○ 최초 작성연도
년
○ 개발 배경 매년 목재 수급실적을 파악하여 목재수급전망
: 1910

:

○

,

국산목재 공급량 및 외국산

목재도입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년대 국내 목재소비량과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목재산업은 국가경제에 크

1960~70

게 기여하였으나,

년대부터 시작된 개도국의 원목수축금지 정책 및

1970

년대 말 건설

1990

경기 불황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

○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자유무역 협약

,

국내 임목축적 증가 등으로 목재산업이 다시 활

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목재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필
요하며, 여기에 산업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하며, 국내 목재산업의 발전
과 국산 원자재 활용 재고를 위해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정확한 목재산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이에 목재의 생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조사가 요구되며

,

대내외 목재

산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을 강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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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및 수종별, 용도별 목재의 수요 공급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자료 축적 및 목재
구입 전망 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하고자 함

○ 「목재수급통계」연혁 및 변경 또는 개편 이력
- 1975

국가승인 통계 작성(목재수급 통계

- 1977

보고서 작성 및 물자 시간 절감을 위해 중복 보고사항 통합(통계작성 변경 신청 및

Statistics on Demand and Supply of Timber)

승인)
-

1994

통계명칭(목재생산 및 공급상황 보고

→연

),

→

→ 목재수급계획 및 공급실적

),

작성주기(월

조사방법(우편조사 관련과 자료수집), 조사항목(벌채허가량, 면적, 재적, 신

고량 및 생산, 공급, 판매, 재고량

→ 벌채허가실적

,

갱목수급량, 펄프용재수량, 합

판용재수급량, 보드용재수급량, 국내재 수종 및 용도별 이용현황, 해외원목도입현

→

황, 해외가공재도입량, 가공재 수출량), 공표단위(시도 전국)를 변경하는 등, 목재
통계수요의 다양화 등에 따라 내재(국내산원목)와 외재(외국산원목)을 합한 통계로
작성 (통계작성 변경 신청 및 승인)
-

2015

․

목재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바이오매스용, 한옥 목조주택용, 표고자목용, 톱밥용,
기타용도 등으로 작성사항을 변경하고, 1년간의 벌채 허가실적을 벌채의 목적에 따라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벌채, 산지전용벌채,
기타벌채로 세분화하고, 벌채방법을 개벌, 택벌, 모수, 왜림, 간벌, 기타벌채로 세분화
하여 대상범위 및 규모를 변경함 (통계작성 변경 신청 및 승인)

-

20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경제림 육성단지 내 벌채허가 면적 파악 「친환경벌채 운용
호 」에 따른 벌채허가 구역내 산림영향권과 최종 벌채

산림자원생산 정책 활용을 위한 자료 내실화를 위해

」

관한 법률 에 따른

‘

요령(산림청고시 제2018-98

’

,

)

면적과의 구분, 목재공급실적의 용도별 구분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용도로 세
분화(주요용도와 기타용도 구분 및 장작, 목탄, 부산물 추가)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실적보고 서식을 변경함 (통계작성 변경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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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 작성 목적

○ 매년 목재 수급실적을 파악하여 목재수급전망

,

국산목재 공급량 및 외국산 목재도입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은 물론, 외재의 적기적량 도입으로 국내 목재
시장의 안정화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된 활용 분야

○ 국내 목재수급정책 수립 및 연구 활용
○ 국가통계포털
에서 목재수급실적
(KOSIS)

,

입목벌채허가실적, 목질패널 생산 및 공급, 원목

수급실적, 칩생산실적 자료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
에 목재수급실적 목재수급전망
○ 임업통계연보에서 입목벌채허가실적 목질패널 생산 및 공급 원목수급실적
(www.forest.go.kr)

,

,

,

,

칩생산실적

자료 제공

○ 나라 지표에서 목재수급통계 자료 제공
○ 국제기구
자료 제공
e-

(FAO)

□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

·

목재수급통계”는 목재생산 공급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국내 유일의 통계로서 유사

“

통계가 없음

○ 산림청 목재이용실태조사와의 차이를 비교하며

,

차이가 있음
-

다음과 같이 자료 산출기준 및 범위에

·

산림청 목재수급실적은 시 군별 원목수급실적 및 목재 산업별 전년도 공급량에 근거하여
계획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이며, 숲가꾸기 및 피해목, 산지전용 등 산업용재로
사용되지 않는 물량도 포함하고 있음

-

반면, 산림청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원목을 취급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공급한
원목량의 실측치를 기반으로 함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

○ 목재산업 관련 협회 원자재 수급 계획 수립
○ 산림청 및 중앙행정기관 목재산업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
○ 학계 및 연구기관 목재생산 및 목재산업 관련 연구 기초자료 활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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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의 용도
○ 활용 방향
-

목재이용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인 변화사항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

-

목재 생산 기반의 변화 관리 등을 통한 목재 원료재 수급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

-

목재수급실적 및 기관별, 용도별 공급계획 등은 관련기관(지자체,지방산림청)에 공문서를

․

통해 발송하고,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의 국내목재 생산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함으로 물론
국내 목재관련업체 및 협회의 목재수급 참고자료로 활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 의견 수렴 결과

○ 국산목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및 협의회
-

차

1

(2018.

4.

년 상반기 목재수급동향 간담회(산림청, 합판보드협회, 목재칩연합

11.) 2018

회, 원목생산업협회)
차

- 2

(2018. 7. 20.)

국산목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의회(산림청, 지자체, 합판보드협회, 목
재칩연합회, 원목생산업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산림조합중앙회)

-

차

3

(2018.

10.

국산목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2차 협의회(산림청, 지방산림청, 지자체,

2.)

합판보드협회, 목재칩연합회, 원목생산업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산림조
합중앙회, 산림바이오에너지협회)

· 목재산업계 목재수급 및 동향파악
· 하절기 국산목재 확대방안 하절기 목재공급 불균형 해소대책 마련 등
(

Ⅱ

표

<

구분

차

1

)

-1>

수렴 의견 및 반영 내용

이용자 의견

반영 내용

▪목재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
▪수확․수종갱신 벌채 예산 수반 필요
▪목재협회 원목생산업계간 소통 시간 필요
▪목재산업계 보드 칩 에너지업계 하절기 원료
,

(

차

2

차

3

,

,

)

부족에 따른 대책 강구

▪계절별 목재공급 불균형 해소방안
▪상반기 목재 공급실적 공유
▪안정적인 목재수급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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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수급결과 및 계획에 따른 정보 제공
▪국유림 입목처분 예산 확대
*입목처분 위탁(ha) : (’17) 600 → (’18) 1,200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국유림 미반출 및 조기 매각․공급
▪산불피해지 및 설해피해지 조기 벌채
▪연중 벌채 허가 독려
▪하절기 솎아베기 형태 공급 대안
▪벌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조사항목 체계

○ 조사범위는 목재를 생산하여 용도별로 공급하는 목재수급 관련 실적을 기반으로 함
-

목재수급실적’, ‘목재자급률’, ‘원목수급실적’, ‘원목자급률’, ‘목재공급량’, ‘목재수요량 등

‘

총 6개 수급관련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수확벌채‘, ’수익 솎아베기‘, ’숲가꾸기 벌채‘, ’수종
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벌채‘, ’기타벌채‘, ’부산물 수집량’을 대상으로 조사 함

□ 주요 개념 및 항목별 정의
○ 주요개념

㎥

-

목재수급실적(

-

목재자급률(%)

: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수급된 목재 중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의 비율

-

원목자급률(%)

:

목재 수급량 중 펄프나 보드용 등 목제품을 제외하고 원목으로 수급된 양

-

목재공급량(

㎥

) :

) :

㎥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수급된 목재의 양

국산 원목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과 목재가공품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목재량

-

목재수요량(

-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

) :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원목과 목재가공품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목재량
단지로 구역 내외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

- 면적 : 입목벌채허가(신고) 면적을 허가(최종 변경)시점 기준으로 작성
- 최종 벌채면적 : 향후 조림가능 한 실제 벌채면적으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의 벌채면적
(수림대 및 군상 제외면적)을 기재
- 재적 : 목재의 부피, ‘침’은 침엽수, ‘활’은 활엽수의 수량
- 벌채량 : 입목(立木)의 재적
- 수집량 : 벌채량 중 수집된 산물량, 숲가꾸기 벌채의 경우 실제 수집하여 임지외로 반출한 량
- 작업종 : 개벌(모두베기), 택벌(골라베기), 모수(후계림 조성을 위한 어미나무), 왜림(맹아로 갱
신되는 숲), 간벌(솎아베기), 기타로 구분 작성

○ 항목별 정의

벌채 목적별 분류)

(

- 수확벌채 :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 수확을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벌채량 대비 수집량
비율이 90% 미만이면 그 사유 파악 필요)
- 수익솎아베기(수익간벌) : 20cm이상의 솎아베기로 숲가꾸기 벌채는 제외
- 숲가꾸기 벌채 : 20cm미만의 솎아베기로 수익을 위한 솎아베기를 제외
- 수종갱신 벌채 : 불량림, 유실수의 수종갱신, 조림예정지 포함
- 피해목 벌채 : 설해, 풍해, 산불, 병해충, 농경지/주택 피해목 등이 목재산업계로 많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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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점을 감안, 수집, 활용된 모든 수량을 반영
- 산지전용 벌채 :

「산지관리법」 등 타법에 따른 지장목 벌채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협의 등 처리시 제출된 입목처리계획 수량 반영
- 기타벌채 :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고 및 허가벌채
- 부산물 수집량 : 부산물 발생량 산출은

「입목의 바이오매스」 상의 부의별 전환계수 중

“가지 부위(예 강원지방소나무 0.24)”량을 기재

㎥

㎥

㎥

* 예) 강원지방소나무 100 을 벌채할 경우 부산물 발생량은 24 임(100 ×0.24)

(목재 용도별 분류)
- 제재용 : 원목을 판재, 각재로 만드는 용도
- 합·단판용 : 원목을 합판(나무조직을 겹쳐서 만든 판재) 및 단판(통나무와 각재를 켜서
만든 얇은 나무판)으로 만드는 용도
- 보드용 : 원목을 가구재로 사용되는 보드류를 생산하는 용도
- 펄프용 : 목재 등에서 얻은 셀루로오스 섬유의 집합체로 분류되는 펄프재로 사용되는 용도
- 바이오매스용 : 임산물이 에너지 생산을 위한 목재펠릿 등의 원료로 사용
- 토목·갱목용 : 광산 토목공사 등 지하작업에 사용하는 목재
- 표고자목용 :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목재 용도
- 톱밥용 : 톱밥제조를 위한 용도
- 목탄용 : 나무를 탄화시켜 만든 연료 용도
- 부산물 : 목재 등 산물을 생산하는데 부수적으로 생기는 산물
- 부산물 중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용도 외의 축사깔개 등의 용도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용도는 바이오매스용에 포함

□ 참고 개념(목재이용실태조사)
○ 일반제재업
-

산림 등에서 육림, 벌채하여 일정크기로 자른 원목을 제재소(생산업체)에 운반하여 각종

건축자재, 목제품, 원주목 가공 등을 위하여 기계(전기 톱 등)를 이용하여 규격별로 각
목이나 판자를 만드는 산업 활동을 하는 업종

○ 합판 제조업
단․합판은 원목을 얇게 오려내고 이것을 섬유 방향이 서로 직교되도록 여러 매를 접
-

착하여 1장의 판으로 만든 것을 말함

-

합판은 베니어(단판, 원목을 나이프로 일정크기로 자른 얇은 판)를 3겹,
은 것으로

겹의 경우

7

겹,

5

겹으로 쌓

7

의 두께. 표면은 활엽수를 활용하며, 하드우드로 매끄러운

12mm

특징이 있음. 속은 침엽수로 소프트우드라고 함

○ 섬유판

(MDF)

제조업

-

목재를 섬유화하여 접착제와 섞어 성형화 하는 섬유판을 만드는 산업 활동을 하는 업종

-

섬유판은 원자재가 다양하며, 원목 성질이 아닌 섬유로 뽑아냄. 원목을 잘라내고 남은 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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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클보드

(PB)

제조업

削片 에 접착제를 뿌려 열압기를 이용하여 경화

-

목재의 삭편(

-

파티클보드는 폐목재를 파쇄해서 만든 칩을 압축하여 만듦

)

,

○ 펄프용칩 제조업
펄프 섬유판 纖維板
-

,

(

)

제조한 목질판

및 연료 등을 목적으로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한 생

산물을 칩이라 하며 이를 생산하는 업종

-

纖維板 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목재를 잘게 절삭한 목

목재칩은 펄프 및 섬유판(
재조각을 말함

)

○ 방부처리업
-

방부처리업은 목재를 생물학적 열화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부제로 가압 처리한

목재를 생산하는 업종
-

목재는 뛰어난 질감, 단열성 등을 지니고 있으나 사용 중에 벌레, 화재 등의 여러 요
인에 의하여 가해를 받아 변질, 분해되는 결점이 있음. 살균을 하거나 균이 자라지 못하
도록 목재의 환경을 조성하여 균의 발생을 방지하는 일을 목재 방부라 하고, 그 작업을
방부 처리라 함

○ 목탄 및 목초액 제조업
-

목탄 제조업

:

공기를 제한한 상태에서 식물체(침엽수와 활엽수 원목 및 대나무 포함)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산되는 탄소를 포함한 고체인 목탄을 생산하는 업종
-

목초액 제조업

:

침엽수, 활엽수, 대나무를 탄화할 때 발생되는 연기성분을 냉각시켜 얻

어진 수용액인 목초액을 생산하는 업종

○ 톱밥 및 목분 제조업
-

톱밥 제조업

:

톱날 작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작은 칩을 톱밥이라 하며 이를 생

:

볼밀(ball-mill)에서 글라인딩에 의해 생긴 매우 미세한 가루가 된 목재를 생

산하는 업종
-

목분 제조업
산하는 업종.

메시 통과에 의해 동급이 정해짐. 톱밥은 형상이 없지만, 목분은 일정

40~100

한 형상이 있는 특징이 있음

○ 표고버섯 재배업
-

담자균류 느타리과 잣버섯속으로 분류되고,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로부터 동남아

시아에 걸쳐있으며, 또한 남반구의 뉴기니 및 뉴질랜드 등에도 분포하는 버섯
-

원목에 의한 인공재배가 이루어지며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생표고 또는 건표고를 버섯
중에서 으뜸가는 상품의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음.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지에 분포

○ 펠릿 제조업
-

목재펠릿은 산림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탄소중립적인 대체에너지 자원으로서, 화

석연료에 비해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면에서도 소비자들의 부
담을 덜어주며 효율적인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고무됨

○ 바이오

SRF

-

제조업

목질고형연료라고도 하며, 목재로 이루어진 고형재료를 추출하여 만든 펠릿형 고형연

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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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 화목
(

)

-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목재. 연료재. 땔나무

-

농가 화목보일러, 음식구이용, 찜질방, 캠핑용, 하우스 재배, 염색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됨

□ 주요 개념 및 용어에 대한 국내ž외 기준

○ 산림임업용어사전 자료 참고
- 목재수급 : 목재의 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 목재자급율 : 목재수급량에서 차지하는 국산재의 비율
- 모두베기(개벌) : 일정한 면적의 임지에 서 있는 전체 입목을 짧은 기간 내에 모두 베는
수확벌채의 한 방법
- 수종교대 : 수종발현.인공으로써 수종을 바꾸는 일
- 산림바이오매스 :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
○ 국내기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호
(

)

(

2018-8

, 2018.8.14.)

- 제재목(製材木) : 원주재를 포함하여 길이를 따라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한 목재

- 합판 : 로터리레이스 또는 슬라이서에 의해 절삭된 단판(중판에는 소각재를 포함)으로 3매
이상 구성되고,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접착한 판상제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목재의 작은 조각을 주원료로 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형
⋅열압한 밀도 0.5 g/㎤ 이상 0.8 g/㎤ 이하의 판상제품
- 섬유판(纖維板, Fiberboard) : 목재원료를 섬유상으로 해섬하여 접착제를 사용한 후,
건식방법으로 성형⋅열압한 판상제품
-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 얇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대체
로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 층으로 구성된 목질판상제품
- 목재펠릿(wood pellet) :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木材)를 압축 성형하여 생
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 목재칩(wood chip) : 연료로 사용되는 칩으로서, 연소 및 가스화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
고안된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함으
로써 제조된 생산물을 그 형상에 따라 목재연료칩과 호그로 구분
- 목재브리켓(wood briquet) :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
하는 제품으로,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 성형목탄(成型木炭) :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
가제를 넣고 성형한 것
- 목탄 : 침엽수, 활엽수 원목을 탄재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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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

(

HS

HS품목코드
4401

수출입 품목명
땔나무(통나무, 목편), 칩, 톱밥, 펠릿등

적용 용도
기타(연료용 목재)

4402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

기타(성형목탄, 대나무 등)

440131
4403

목재 펠릿(pellet)
원목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940610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칩우드(chipwood)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
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
(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
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ㆍ플레이트(plate) 모양
나무로 만든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나무로 만든 통ㆍ배럴(barrel)ㆍ배트(vat)
나무로 만든 공구ㆍ공구의 몸체ㆍ공구의 손잡이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그 밖의 목제품
기계목재펄프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
해용은 제외한다)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
재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
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조립식 건축물(나무로 만든 것)

분류코드 품목명

바이오매스

비고
목재펠릿 제외

원목

기타(목재봉 등)
기타(목모,목분)
기타(궤도용 침목)
제재목
단판

기타(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성형목재)
기타(목재그림틀,사진틀)
기타(목재상자, 팔레트 등)
기타(목재통 등)
기타(목재공구)
기타(목공품,목재창틀 등)
기타(목재 주방용품)
기타(칠기제품,세공제품)
기타(이쑤시개,부채살 등)

펄프(기계목재펄프)
펄프(화학목재펄프, 용해)
펄프(화학목재펄프, 황산)
펄프(화학목재펄프, 아황산)
펄프(반화학목재펄프)
펄프(페지 등에서 추출)
기타(조립식 목재 건축물)

□ 항목별 조사목적

○ 목재수급통계 조사항목은 목재의 생산 및 수입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 기본정보
-

지역별, 용도별 목재 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항목 설계

-

국산 및 수입산 원목의 공급량을 시계열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항목 설계

-

지역별, 수종별 국산원목의 유통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항목 설계

-

주요 목재 용도별 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항목으로 설계

○ 목재공급량

○ 용도별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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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수급 통계 작성 요령
목재수급통계 작성요령

목재수급통계 개요

통계유형 : 보고통계
❍ 승인번호 : 13605(승인일자 : 1975-07-29)
❍ 작성주기 : 분기별 취합 → 1년 단위 작성
❍ 작성지역 : 전국
❍ 작성체계 : 행정기관 또는 목재관련협회 → 산림청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목재수급통계 작성목적
❍

매년 목재의 용도별 수요량 및 공급량을 예측·고시함으로써 국산목재 공급량
및 외국산 목재의 도입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방법론

모집단 : 전국의 벌채인허가 임가 및 업체
❍ 조사규모 : 1년간의 벌채허가실적, 갱목·펄프·합판 등 공급 신고자료 집계
❍

유의점

목재수요 및 공급량을 기초로 한 추정치이므로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통계에 사용한 도량형의 단위를 법정단위로 사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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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통계는 합계와 세목이 각각 사사오입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통계자료 작성방법
❍

2019년 0/분기까지 입목벌채허가(신고 등) 실적 현황(서식 1)

- 벌채량 및 수집량 재적은 입목재적이며, 면적 및 재적은 소수점이하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기재, 매분기 자료는 누계치를 기재
* 예시 : (오류) 면적 10.5ha, 재적 100.4㎥→ (정정) 면적 11ha, 재적 100㎥

- 수집량은 벌채량 중 산물수집된 양. 특히, 숲가꾸기 벌채의 경우 벌채량과 수집량의 차이
가 많으므로 실제수집(숲가꾸기 산물수집 보고와 일치 시킬 것)하여 임지외로 반출
한 양 기재
❍

2019년 0/4기까지 용도별 목재공급 실적 현황(서식 2)

❍

2019년 0/4기까지 수종별 벌채현황

- 재적은 사유림은 입목재적, 국유림은 매각재적으로 작성, 소수점이하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기재
- 용도는 최종 활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유림은 허가(신고)시 용도를 기준
으로, 국유림은 매각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
- 총 공급량은 벌채허가실적의 총 수집량과 동일하게 작성
- 수종별 수량은 정수로 기재하고, 벌채허가 실적 자료와 일치토록 할 것

결과표

❍

일반인 제공 결과표는 입목벌채 허가(신고)실적 및 목재생산량 자료

□ 부정확한 응답 가능성이 있는 조사 항목
○ 부산물 현황
-

부산물은 업종별, 수종별, 수분함유량별, 기계종류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물
량에 차이가 있음. 영세한 경우 부산물 생산현황을 기록 관리하지 않음

-

보완방법

:

월 단위 부산물 종류별 발생량을 톤 단위 차량 대수로 산정함. 이를 기준으로

발생된 부산물이 전체 원목 투입량에서 생산량을 제외한 물량의
검토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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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내외가 되는지

1-2. 적용 분류체계

□ 조사 대상 분류체계

○ 벌채허가 신청시 기재한 목재의 용도구분에 따라 생산된 목재의 용도를 조사
○ 원목을 취급하여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생산업체를 조사 대상 업종을 참고 함
-

표준산업분류체계 상 원목을 취급하거나 원목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제재업’,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목

‘

재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처리업’,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
학물질 제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

․보드업 합

이 업종들은 세부적으로 원목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제재업’, ‘합판

･

･

(

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펄프용칩 제조업’, ‘방부처리업’, ‘목탄 및 목초액 제조업’, ‘톱밥

･

및 목분 제조업’, ‘표고버섯 재배업’, ‘산림바이오매스 제조업(펠릿 바이오SRF)’, ‘장작(화
목)’으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함

○ 수입목재의 용도구분은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

HS

분류

코드 품목명에 따름

□ 통계의 수집에 적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에서 공개하는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자료를 수

집 및 공표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사용하여 통계 수집 및 공표

○ 목재수급조사 작업종

,

개 벌채 작업종별

- 8

용도별 분류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 ‘

벌채’, ‘산지전용 벌채’, ‘기타 벌채’, ‘부산물’
-

개 목재 공급 용도별 결과 공표

11

․

:

‘

제재용’, ‘합

․

․단판용

’,

･

보드용(섬유판 파티클보드)’,

펄프용’, ‘바이오매스용’, ‘토목 갱목용’, ‘한옥 목조주택용’, ‘표고자목용‘, ’톱밥용‘, ’장

‘

작용‘, ’목탄용‘, ’기타용‘
-

지역별 분류

:

지자체별 자료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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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 양식 구성

○ 보고양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을 산림청에서 시달하는
목재산업분야 사업계획”에 제시하고 있음

“

- 14 -

- 15 -

□ 보고 양식의 항목 및 구성이 보고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검토한 결과

○ 목재산업분야 시책설명회를 통해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담당자에게 통계 작성방법 교육
(’18.1.15~25)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양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절차나 방법
○ 양식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6 -

□ 보고내용 또는 항목, 배치, 구성, 기준 등의 변경 이력
- 1975

국가승인 통계 작성(목재수급 통계

- 1977

보고서 작성 및 물자 시간 절감을 위해 중복 보고사항 통합(통계작성 변경 신청 및

Statistics on Demand and Supply of Timber)

승인)
-

1994

→ 목재수급계획 및 공급실적

통계명칭(목재생산 및 공급상황 보고

→연

),

→

),

작성주기(월

조사방법(우편조사 관련과 자료수집), 조사항목(벌채허가량, 면적, 재적, 신

고량 및 생산, 공급, 판매, 재고량

→ 벌채허가실적

,

갱목수급량, 펄프용재수량, 합

판용재수급량, 보드용재수급량, 국내재 수종 및 용도별 이용현황, 해외원목도입현

→

황, 해외가공재도입량, 가공재 수출량), 공표단위(시도 전국)를 변경하는 등, 목재
통계수요의 다양화 등에 따라 내재(국내산원목)와 외재(외국산원목)을 합한 통계로
작성 (통계작성 변경 신청 및 승인)
-

2015

․

목재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바이오매스용, 한옥 목조주택용, 표고자목용, 톱밥용,
기타용도 등으로 작성사항을 변경하고, 1년간의 벌채 허가실적을 벌채의 목적에 따라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벌채, 산지전용벌채,
기타벌채로 세분화하고, 벌채방법을 개벌, 택벌, 모수, 왜림, 간벌, 기타벌채로 세분화
하여 대상범위 및 규모를 변경함 (통계작성 변경 신청 및 승인)

-

20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경제림 육성단지 내 벌채허가 면적 파악 「친환경벌채 운용
호 」에 따른 벌채허가 구역내 산림영향권과 최종 벌채

산림자원생산 정책 활용을 위한 자료 내실화를 위해

」

관한 법률 에 따른

‘

요령(산림청고시 제2018-98

’

,

)

면적과의 구분, 목재공급실적의 용도별 구분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용도로 세
분화(주요용도와 기타용도 구분 및 장작, 목탄, 부산물 추가)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실적보고 서식을 변경함 (통계작성 변경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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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과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입목벌채허가 실적 용도별 목재공급 실적 수종별 벌채면적 수종별 벌채량
○ 통계작성대상 목재수급실적
○ 통계작성대상이 목재수급실적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입목벌채허가 실적
:

,

,

,

:

,

용도별 목재공급실적이 필요하며, 수급현황에 따른 분석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수종별
벌채면적 및 벌채량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통계작성대상의 변동
○ 작성기간 대상기간
(

,

기준시점 등) 내 통계작성대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및 지

방자치단체에 수정ㆍ보완 문서를 시행하여 보완

3. 통계작성 개편

○ 통계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및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효율적
인 통계 작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담당자 교육 및 시책교육시 적극적 의견 청취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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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목재수급통계 체계
-

벌채허가 실적

:

· ·

→ 시·도 및 지방산림청
자료취합 및 분석 → 산림청 홈페이지

시 군 구 및 국유림관리소(입목벌채허가 실적보고)
접수, 자료취합)

(

→ 산림청 접수
(

,

)

정보공개)

(
-

외재도입 실적

:

○ 일정별 수행 업무
시

산림청 임업통상팀(관세청 무역통계자료 활용)

기

내

용

주

- 국산재 원목시장가격 동향 발행(겨울)
1~3월

→ 산림자원과
체

한국임업진흥원

- 4분기 목재수급 실적 작성

산림청

- 국산재 원목시장조사 용역 발주
- 목재수급전망 작성

- 1분기 목재수급 실적 작성
4~6월

- 국산재 원목시장가격 동향 발행(봄)

산림청

- 상반기 목재수급 동향 간담회

- 2분기 목재수급 실적 작성
7~9월

- 국산재 원목시장가격 동향 발행(여름)

산림청

- 하반기 목재수급 동향 간담회 및 협의회

10~12월

- 3분기 목재수급 실적 작성

산림청

- 국산재 원목시장가격 동향 발행(가을)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보고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 목재산업분야 시책설명회를 통해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담당자에게 통계 작성방법 교육
(’18.1.15~25)

○ 매년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목재생산이용과정 실무자 교육 실시
년 목재생산이용과정 수료 현황(1기

- 2018

명, 2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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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32

3. 현장관리

□ 보고완료시점 미준수 및 현장 관리 방안

○ 사업 협조 및 현장 우수사업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

매년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벌채 현장 사업지에 대해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여 목재공급 유공자 해외연수 기회 부여

-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출장 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 통계자료 작성 자주 발생하는 오류

① 입목벌채·수집 실적과 수종별 벌채·수집 실적 불일치
☞ 차이 발생 시 침엽수 기타 및 활엽수 기타란 반영

② 산지전용지에서 벌채 이후 진행된 수집량 및 벌채부산물량 미반영

☞ 산지전용지·산지일시사용지 등에서 벌채량과 수집량을 일치하는지 검토(일지하지 않을 경우 임산
물을 임지에 방치하는 것임)

③ 벌채목적과 벌채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자료 작성
☞

수확벌채·수종갱신·산지전용은 모두베기로, 수익솎아베기는
않을 경우 검토 필요)

택벌

또는

간벌에 해당(그렇지

* 벌 채목적 :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 벌채방법 : 개벌, 택벌, 모수, 왜림, 간벌, 기타

④ 소나무재선충피해목은 100% 수집하여 훈증 또는 파쇄를 하고 있음에도 통계에 미반영
(훈증목도 이후 수집하여 파쇄)
☞ 재선충 피해목은 산림조사 등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 조사자료를 사용하되, 본수로 기재된 경우
본당 0.52㎥을 기준으로 반영

⑤ 소수점 이하에서 3-4자리까지 숫자 기입으로 혼선 초래

☞ 모든 숫자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할 것(특별히 소면적이고 벌채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소
수점 이하 1자리까지 하되 누계에 정리)

⑥ 일반적인 벌채지에서 벌채량과 수집량을 같도록 기재하는데, 목재로 이용하지 않은 초두부
등 목재수율을 감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벌채량과 수집량을 검토하여 기재하고, 2018년도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적용에 따라 임지 존치된 자투리 줄기와 가지는 벌채부산물로 기재

⑦ 소나무재선충피해목벌채 등 타 법령에 따른 벌채시 사전협의 소홀
☞ 벌채허가(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벌채지도 강화

⑧ 수확벌채(수종갱신) 시 벌채량 시·군 평균 재적보다 적게 반영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허위기재 엄정 조치할 것

□ 보고 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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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공문 통보

Ⅴ. 다른 행정자료 활용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산림청 목재이용실태조사(승인번호 136034)
○ 목재의 수종별·용도별 수요와 공급실태 파악
-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목재수급을 전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궁극적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FAO 임산물 생산통계
○

-

FAO

산림부서에서는 세계 각국의 임산물 통계 취합하여

·

‘FAO

임산물 통계 연감’ 제작

우리나라의 임산물* 생산 수출입 통계 자료 제공하여 국내외 임산물 통계 동향 공유에 기여
*

원목, 목탄, 우드칩, 펠릿, 제재목, 우드판넬, 펄프, 재생지, 제지, 보드지 등 항목에 대한

·

·

국내 목재 생산량과 수출입 거래량 금액, 이차목제품, 제지품 등에 대한 수출입 거래량

·

금액, 열대목재 교역량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

□ 임업경제동향

○ 임업의 주요경제 지표와 국내임업동향을 분석·정리한 보고서에 활용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고정조사지에서 수집한 자료와 각종

차 통계자료 그리고

2

산림청 행정자료를 이용한 보고서로, 원목, 제재목, 단판,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칩,
펄프, 지류의 생산량, 수입량, 가젹정보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일본 등 해외 목
재류에 대한 정보 수록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의 수집 목적, 내용, 과정, 방법, 일정
○ 산림청 목재이용실태조사
-

목적

:

최근 국내외 목재산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

·

한 육성대책을 강구하고자 수종별 용도별 목재의 수요 공급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
자료 축적 및 목재수급 전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내용

-

과정 및 방법: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목재이용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실시(방

:

목재이용실태조사

종류(조사업종수)

12

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일정: 전년도

-

관리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

유지관리방법: 보안 관리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 관리

○

-

FAO

월 기준 조사가 다음 년도

12

월에 공표

12

임산물 생산통계

목적:

의 임산물 통계 연감 및

FAO

ITTO,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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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CE

통계자료 발간을 위해 우리

·

나라의 임산물 생산 수출입 실적 통계 제출
-

내용: 당해 연도 임산물 생산량, 수출입 물량 및 금액, 국제열대목재기구(열대목재 교역량
및 금액) 관련 통계자료

-

· ·

과정 및 방법: 매년 초 관련 기관 부서 업체 등에서 기초 자료 협조 받아
제공 서식에 맞춰 통계 데이터 작성하고

FAO

FAO

홈페이지

산림부서 통계담당자에 서한과 함께 자료

송부(전자메일 발송)
-

관리기관: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다자협력)

-

유지관리방법:

·

에서 최종 발간한 연감 책자 수령 보관하며 매년 통계 제출

FAO

3.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매칭에 사용하는 변수, 매칭방법, 매칭허용한계, 매칭 비율
○ 매칭에 사용하는 변수
-

벌채허가실적 및 생산량

-

목재 관련 산업 업종: 일반제재업, 합판제조업, 파티클보드 제조업, 섬유판 제조업, 목재
칩 제조업, 방부목재, 목탄 및 목초액 제조업, 톱밥 및 목분 제조업, 표고버섯 재배업, 목
재펠릿 제조업, 장작, 성형목탄 등

-

개 업종

12

매칭의 방법: 목재수급통계에서는 제재용, 합판(단판), 보드, 목재칩(펄프용), 바이오매스
용, 기타 등 6개 분류 사용하며, 목재이용실태조사의 분류와 세부 구분은 다음과 같음
용도별

목재수급통계

목재이용실태조사

제재용

제재업

일반제재업, 방부목재

합판제조업

합판제조업

파티클보드제조업

파티클보드제조업

섬유판제조업

섬유판제조업

목재칩 제조업

목재칩 제조업

목재펠릿

목재칩_연료용

합판(단판)
보드
목재칩(펄프용)
바이오매스용
기타

목재펠릿, 목탄, 톱밥, 표고버섯 재배

장작, 성형목탄, 톱밥, 표고버섯 등

업, 장작, 성형목탄

○ 매칭 방법
-

벌채허가 면적은 벌채량 면적합계로 수종별 벌채면적 합계와 매칭

-

수집량은 재적 합계로 수종별 수집량 합계와 매칭

-

용도별 구분은 관세청 수출입

HS

분류코드와 매칭하나 공급된 용도와 실제 사용된 용도

와는 매칭이 되지 않음

○ 매칭 허용 한계
-

허가 기준 용도별 목재생산 실적과 실제 유통되는 생산량과의 차이 발생

-

원목구입단계에서 단위는 모두
사용함.

㎥를 사용하였으며

㎥와 을 병행하여
그 외 현업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차이가 있을 때는 업종별 침·활엽수별 환산기
,

생산량 단위는

ton

,

준을 적용하여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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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수급통계(행정통계)는 원목수급실적 및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목재이용실태
조사는

개 업종에서 사용된 원목의 물량을 조사한 수치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

12

음(’17년 기준 국내산 원목공급량은 목재수급통계

㎥

천

347

, 7.1%

㎥

4,845

,

목재이용실태조사

㎥로

4,498

차이)

4. 행정자료의 보완

□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자료보완 방법

○ 각종 목재관련 협회 수급자료 비교 확인 및 관세청 수출입 실적

,

적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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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수출입 실

Ⅵ.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내용, 코드체계
○ 항목별 정의

- 수확벌채 :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 수확을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벌채량 대비 수집량
비율이 90% 미만이면 그 사유 파악 필요)
- 수익솎아베기(수익간벌) : 20cm이상의 솎아베기로 숲가꾸기 벌채는 제외
- 숲가꾸기 벌채 : 20cm미만의 솎아베기로 수익을 위한 솎아베기를 제외
- 수종갱신 벌채 : 불량림, 유실수의 수종갱신, 조림예정지 포함
- 피해목 벌채 : 설해, 풍해, 산불, 병해충, 농경지/주택 피해목 등이 목재산업계로 많이 반
입되는 점을 감안, 수집, 활용된 모든 수량을 반영
- 산지전용 벌채 :

「산지관리법」 등 타법에 따른 지장목 벌채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협의 등 처리시 제출된 입목처리계획 수량 반영
- 기타벌채 :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고 및 허가벌채
- 부산물 수집량 : 부산물 발생량 산출은

「입목의 바이오매스」 상의 부의별 전환계수 중

“가지 부위(예 강원지방소나무 0.24)”량을 기재

㎥

㎥

㎥

* 예) 강원지방소나무 100 을 벌채할 경우 부산물 발생량은 24 임(100 ×0.24)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 HS

HS품목코드

수출입 품목명

분류코드 품목명

적용 용도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칩, 톱밥, 펠릿등

기타(연료용 목재)

440131

목재 펠릿(pellet)

바이오매스

4402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

기타(성형목탄, 대나무 등)

4403

원목

원목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칩우드(chipwood)

기타(목재봉 등)

4405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기타(목모,목분)

4406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기타(궤도용 침목)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제재목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
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단판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 기타(성형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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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목재펠릿 제외

HS품목코드

수출입 품목명

적용 용도

(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
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파티클보드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

섬유판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합판

4413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ㆍ플레이트(plate) 모양

기타(성형목재)

4414

나무로 만든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기타(목재그림틀,사진틀)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기타(목재상자, 팔레트 등)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4416

나무로 만든 통ㆍ배럴(barrel)ㆍ배트(vat)

기타(목재통 등)

4417

나무로 만든 공구ㆍ공구의 몸체ㆍ공구의 손잡이

기타(목재공구)

4418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

기타(목공품,목재창틀 등)

4419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기타(목재 주방용품)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기타(칠기제품,세공제품)

4421

그 밖의 목제품

기타(이쑤시개,부채살 등)

4701

기계목재펄프

펄프(기계목재펄프)

4702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펄프(화학목재펄프, 용해)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
해용은 제외한다)

펄프(화학목재펄프, 황산)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

펄프(화학목재펄프, 아황산)

4705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
재펄프

펄프(반화학목재펄프)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
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펄프(페지 등에서 추출)

940610

조립식 건축물(나무로 만든 것)

기타(조립식 목재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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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전산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 방법 등 입력 매뉴얼

① 입목벌채·수집 실적과 수종별 벌채·수집 실적 불일치
☞ 차이 발생 시 침엽수 기타 및 활엽수 기타란 반영
② 산지전용지에서 벌채 이후 진행된 수집량 및 벌채부산물량 미반영
☞ 산지전용지·산지일시사용지 등에서 벌채량과 수집량을 일치하는지 검토(일지하지 않을
경우 임산물을 임지에 방치하는 것임)

③ 벌채목적과 벌채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자료 작성
☞ 수확벌채·수종갱신·산지전용은 모두베기로, 수익솎아베기는 택벌 또는 간벌에 해당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 필요)
* 벌채목적 :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 벌채방법 : 개벌, 택벌, 모수, 왜림, 간벌, 기타

④ 소나무재선충피해목은 100% 수집하여 훈증 또는 파쇄를 하고 있음에도 통계에 미반영(훈
증목도 이후 수집하여 파쇄)

☞ 재선충 피해목은 산림조사 등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 조사자료를 사용하되, 본수로 기
재된 경우 본당 0.52㎥을 기준으로 반영

⑤ 소수점 이하에서 3-4자리까지 숫자 기입으로 혼선 초래
☞ 모든 숫자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할 것(특별히 소면적이고 벌채 실적이 적은 경우
에는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하되 누계에 정리)

⑥ 일반적인 벌채지에서 벌채량과 수집량을 같도록 기재하는데, 목재로 이용하지 않은 초두
부 등 목재수율을 감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벌채량과 수집량을 검토하여 기재하고, 2018년도 산림바이오매
스에 대한 REC 적용에 따라 임지 존치된 자투리 줄기와 가지는 벌채부산물로 기재

⑦ 소나무재선충피해목벌채 등 타 법령에 따른 벌채시 사전협의 소홀
☞ 벌채허가(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벌채지도 강화
⑧ 수확벌채(수종갱신) 시 벌채량 시·군 평균 재적보다 적게 반영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허위기재 엄정 조치할 것
○ 통계 자료 입력 교육

(’18.1.15~25)

실시 교육교재

목재수급통계 작성요령

목재수급통계 개요

통계유형 : 보고통계
❍ 승인번호 : 136005(승인일자 : 1975-07-29)
❍ 작성주기 : 분기별 취합 → 1년 단위 작성
❍ 작성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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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체계 : 행정기관 또는 목재관련협회 → 산림청

목재수급통계 작성목적
❍

매년 목재의 용도별 수요량 및 공급량을 예측·고시함으로써 국산목재 공급량 및 외
국산 목재의 도입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방법론

모집단 : 전국의 벌채인허가 임가 및 업체
❍ 조사규모 : 1년간의 벌채허가실적, 갱목·펄프·합판 등 공급 신고자료 집계
❍

유의점

목재수요 및 공급량을 기초로 한 추정치이므로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통계에 사용한 도량형의 단위를 법정단위로 사용하였음
❍ 각 통계는 합계와 세목이 각각 사사오입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
을 수 있음
❍

통계자료 작성방법
❍

2018년 0/분기까지 입목벌채허가(신고 등) 실적 현황(서식 1)

- 벌채량 및 수집량 재적은 입목재적이며, 면적 및 재적은 소수점이하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기재, 매분기 자료는 누계치를 기재
* 예시 : (오류) 면적 10.5ha, 재적 100.4㎥→ (정정) 면적 11ha, 재적 100㎥

- 수집량은 벌채량 중 산물수집된 양. 특히, 숲가꾸기 벌채의 경우 벌채량과 수집량의 차이가 많으
므로 실제수집(숲가꾸기 산물수집 보고와 일치 시킬 것)하여 임지외로 반출한 양 기재
❍

2018년 0/4기까지 용도별 목재공급 실적 현황(서식 2)

❍

2018년 0/4기까지 수종별 벌채현황(서식 3, 서식 4)

- 재적은 사유림은 입목재적, 국유림은 매각재적으로 작성, 소수점이하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기재
- 용도는 최종 활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유림은 허가(신고)시 용도를 기준으로, 국
유림은 매각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
- 총 공급량은 벌채허가실적의 총 수집량과 동일하게 작성
- 수종별 수량은 정수로 기재하고, 벌채허가 실적 자료와 일치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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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목적별 분류기준 >

․ 수확벌채 :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 수확을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벌채량 대비
수집량 비율이 90% 미만이면 그 사유 파악 필요)
․ 수익솎아베기(수익간벌) : 20cm이상의 솎아베기로 숲가꾸기 벌채는 제외
․ 숲가꾸기 벌채 : 20cm미만의 솎아베기로 수익을 위한 솎아베기를 제외
․ 수종갱신 벌채 : 불량림, 유실수의 수종갱신, 조림예정지 포함
․ 피해목 벌채 : 설해, 풍해, 산불, 병해충, 농경지/주택 피해목 등이 목재산업계로 많이
반입되는 점을 감안, 수집, 활용된 모든 수량을 반영
․ 산지전용 벌채 : 「산지관리법」 등 타법에 따른 지장목 벌채로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협의 등 처리시 제출된 입목처리계획 수량 반영
․ 기타벌채 :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고 및 허가벌채
․ 부산물 수집량 : 부산물 발생량 산출은 「입목의 바이오매스」 상의 부의별 전환
계수 중 “가지 부위(예 강원지방소나무 0.24)”량을 기재
* 예) 강원지방소나무 100㎥을 벌채할 경우 부산물 발생량은 24㎥임(100㎥×0.24)

2. 자료내검

□ 개별자료 확인 보완 방안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청별 벌채면적 및 벌채량에 대한 사업종별 합계와 용도별 구분 합
계량 확인 등을 통한 자료 내검 실시

○ 각 분기별 실적은 벌채면적과 수집량은 벌채종

,

소유별, 임상별로 각각 비교하여 내검을

실시함(입목벌채허가 신고 실적의 수집량과 목재공급량이 동일해야 함)

○ 입목벌채허가 실적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보고는 매분기 익월

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5

정기보고 서식으로 사업시달(미제출 시군에 대해서는 유선 제출 독려)

□ 자료내검(현장, 입력 등)의 제반 단계,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등

○ 엑셀자료 입력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함
○ 보고자료 오류사항은 해당 시도에 재확인하여 오류자료 수정 공문 보완 제출
(

)

□ 집계 자료의 통계화 시스템
○ 벌채허가

실적 등은 지방자치단체 새올시스템을 내역을 기반으로 벌채허가면적 대장을

제출함으로써 실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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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응답

□ 무응답률 대체방법

○ 벌채허가 집행 실적이 없는 경우도 공문을 통한 무응답 관련사항 확인
○ 자료 제출기한 분기 후 일 경과 후에는 담당자 유선 연락 등을 통한 응답률 제고 노력
(

15

)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식별 및 처리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치 식별시에는 해당 협회 및 지자체 유선 및 현장 확인
-

목재수급 불균형 등 발생시 적극적 대응을 위한 관계자 및 업계 대책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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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통계 항목
보고서

1)

○ 보고실적 자료
-

조사 진행 전반과 조사 내용에 대한 기초실적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

-

매년(분기별) 자료 공표 시 산림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입목벌채 허가 및 용도별

목재공급 실적)
2)

○

메타데이터
KOSIS

-

통계표

국가통계포털

KOSIS(http://www.kosis.kr/)

□ 공표통계 분류 수준
1)

보고서

○ 연도별
○ 벌채종별 허가 실적 재적
(

-

수확벌채

-

수익솎아베기

-

숲가꾸기 벌채

-

수종갱신 벌채

-

피해목 벌채

-

산지전용 벌채

-

기타 벌채

,

○ 소유별 허가 실적 재적
(

-

사유림

-

국유림

,

○ 임상별 허가 실적 재적
(

-

침엽수

-

활엽수

-

재적별

-

면적별

,

면적)

면적)

면적)

○ 소유별․벌채종별 허가 실적
2)

메타데이터(KOSIS)

○ 연도별
○ 개 벌채종별 벌채면적
7

,

벌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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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통계표 업로드)

-

권역별

-

권역별

○ 용도별 목재공급
○ 수종별 벌채면적

,

-

벌채량

권역별

□ 통계 분석결과

○ 조사 목적 및 범위
-

년

월

2018

1

1

일부터

2018

년

12

월

일까지의 입목벌채 허가 및 목재생산 실적 등의

31

통계를 게재하였으며, 각 표에는 연도별 통계를 열거하여 시계열 동태를 살필 수 있도
록 함
-

전국의 벌채 인허가 임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목재의 공급과 수요와 관련된 국내 벌채허가 실적 및 용도별 공급현황을 제공하며, 목재
생산 공정별로 벌채 종류는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벌채’, ‘기타 벌채’, ‘부산물’로 구분하고, 목재공급 용도별로

‘
‘

․단판용 보드용 섬유판･파티클보드 펄프용 바이오매스용 토목․갱
한옥․목조주택용 표고자목용 톱밥용 장작용 목탄용 기타용 으로 구분

제재용’, ‘합

목용’,

‘

’,

○ 결과값 해석 시
-

(

)’,

’, ‘

‘, ’

‘, ’

·

‘

’,

‘, ’

‘

’,

‘, ’

‘

‘

·

목재수요 및 공급량을 기초로 한 수치로 숲가꾸기 피해목 산지전용 등 산업용재로 사용
되지 않는 물량도 포함하고 있어 목재이용실태조사의 실적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본 통계에 사용한 도량형의 단위를 법정단위로 사용였으며 원목 생산 및 공급 단계에서
단위는 모두

㎥을 사용하였으며

,

‧

사용하는 단위가 차이가 있을 때는 업종별, 침 활엽수

별 환산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함
-

각 통계는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공표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 목재수요 및 공급량을 기초로 한 추정치이므로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통계에 사용한 도량형의 단위는 법정단위로 사용하였음
○ 각 통계는 합계와 세목이 각각 사사오입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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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조사대상 기간/시점
○ 조사대상 기간
-

조사 실시 시점 기준 ‘작년 한해(1년간)’

-

대상 항목

· 목재수급실적 수급된 목재의 양
· 공급부분 인허가 기관별 목재생산량 국산 목재 및 수입재의 용도별 목재 공급량
· 수요부분 국내생산 목재의 소비량 수입된 목재의 소비량 등
:

:

,

:

,

-

대상 기간

년 1월 1일

-

인허가 기관별 벌채 허가일자를 기준

: 2015

○ 조사대상 시점

월

~ 12

일

31

□ 공표시기

○ 공식 공개
-

분기별 조사 결과를 산림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하고 매년

에 일반 공개

KOSIS

□ 공표시기 단축 가능성

○ 분기별 실적보고에 의한 보고 통계로 각종 협회 자료 취합 및 검토 기간 단축으로 공표
시기 단축 가능 월 →
월 하나 임업통계연보와의 일정 조율 필요
(10

7~8

)

2-2. 공표일정

□ 보고대상 시점(또는 기간)과 공표 시기
○ 보고대상 기간 년
○ 보고대상 연도의 익년도
○ 잠정치는 공표하지 않으며
: 1

,

확정치만 공표함

-

간행물 형태로 매년

-

연말 실적 및 매분기 실적은 산림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 공개([그림

구분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조사기간
매분기 익월
매분기 익월
매분기 익월
매분기 익월

월 공표(임업통계연보)

10

공표계획
매분기 익익월말
매분기 익익월말
매분기 익익월말
매분기 익익월말

Ⅷ

을 통한 링크 참고)

-1]

공표 자료명
2018년도 1분기 입목벌채허가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2018년도 2분기 입목벌채허가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2018년도 3분기 입목벌채허가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2018년도 4분기 입목벌채허가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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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표시기
2018. 7. 6.
2018. 9.26.
2018.12.26.
2019. 3.11.

그림

<

Ⅷ

년 조사결과 공개

-1> 2018

□ 최근 공개된 공표 일정과 실제 공표 시기
○ 기관별 취합된 목재수급 실적은

2018.

월에 공개되었으며, 정식 통계자료는 실적에 대한

3

세부내역 검토 및 간행물(임업통계연보) 발간 시기와 함께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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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공표 예정임

10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 적용 기준
○ 일반사항
-

통계의 개념, 보고기준, 보고시기는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별 조사 결과의
비교와 일관성 있는 통계 분석이 가능

○ 주요 기준 내용
1)
-

통계의 개념
매년 목재의 용도별 수요량 및 공급량을 예측하여 고시함으로써 국산목재 공급량 및 외

국산 목재의 도입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2)
3)
-

보고기준
매분기 입목벌채 허가실적
보고시기
매분기 익익월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목재수급 통계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므로 시계열 단절 없음

3-3. 국가간 비교성
*

국가별 행정통계 및 수출입물품 관세청 정보 활용

□ 국제기구 등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및 제공항목
○ 국제기구명
○ 제공항목 임산물 생산통계
: FAO

:

-

당해 연도 임산물 생산량, 수출입 물량 및 금액, 국제열대목재기구(열대목재 교역량 및 금액) 관련 통계자료

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산림청 목재이용실태조사
○ 조사 개요
-

·

목재이용실태조사는 국내 외 목재산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

·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을 강구하고자 수종별 용도별 목재의 수요 공급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자료 축적 및 목재수급 전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목재관련
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

12
-

유사점

:

목재이용실태와는 용도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데 공급되는 국산목재 및

외국산 목재의 공급량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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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

목재이용실태조사는 목재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외 원목공급량 및 제

:

·

·

품생산 및 판매량 관련 조사 항목을 설계하여 수종별 용도별로 목재의 수요 공급실태를 분

·

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반면, 목재수급통계는 산림청으로 보고된 시 군별 원목수급실적
및 목재 산업별 전년도 공급량을 분석하여 용도별 국산 원목의 공급량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차이

○ 주요 조사 결과 비교
-

비교항목

:

국산목재 및 수입산 목재의 공급량

-

조사결과

:

목재이용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공급량에서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목재수급통계에 숲가꾸기, 피해목, 산지전용 등 산업용재로 사용되지 않는 물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4-2.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 산림청 목재이용실태조사
○ 조사 개요
-

·

목재이용실태조사는 국내 외 목재산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

·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을 강구하고자 수종별 용도별 목재의 수요 공급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자료 축적 및 목재수급 전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목재관련
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

12
-

유사점

:

-

차이점

:

대상 작성연도 동일
조사대상 연도 및 공표시기 상이함(목재이용실태조사는

조사결과를 공표하며 , 목재수급통계는

○ 주요 조사 결과 비교

1

1

년 단위로 익익년도에

년 단위로 익년도에 조사결과를 공표 )

-

비교항목

:

국산목재 및 수입산 목재의 공급량

-

조사결과

:

목재이용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공급량에서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목재수급통계에 숲가꾸기, 피해목, 산지전용 등 산업용재로 사용되지 않는 물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5. 일회성 수정

□

목재수급통계는 일회성 수정의 개념 보다는 매년 조사결과를 축적된 조사자료와
비교하는 종단 클리닝과 횡단클리닝을 통하여 최종 자료를 공표

6. 통계활용 실태

□ KOSIS 통계표 업로드

○ 가장 최근 공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를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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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의 문서화 여부

○ 매년 목재수급계획 작성 관련 문서 및 사업계획 시달
○ 년도 목재산업분야 사업계획

(‘18.3.13)

2018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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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수급 통계조사서 작성 교육
○ 내검 지침서
① 입목벌채·수집 실적과 수종별 벌채·수집 실적 불일치
☞ 차이 발생 시 침엽수 기타 및 활엽수 기타란 반영
② 산지전용지에서 벌채 이후 진행된 수집량 및 벌채부산물량 미반영
☞ 산지전용지·산지일시사용지 등에서 벌채량과 수집량을 일치하는지 검토(일지하지 않
(2018.1.12.)

을 경우 임산물을 임지에 방치하는 것임)

③ 벌채목적과 벌채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자료 작성
☞ 수확벌채·수종갱신·산지전용은 모두베기로, 수익솎아베기는 택벌 또는 간벌에 해당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 필요)
* 벌채목적 :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 벌채방법 : 개벌, 택벌, 모수, 왜림, 간벌, 기타

④ 소나무재선충피해목은 100% 수집하여 훈증 또는 파쇄를 하고 있음에도 통계에 미반영(훈
증목도 이후 수집하여 파쇄)

☞ 재선충 피해목은 산림조사 등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 조사자료를 사용하되, 본수로 기
재된 경우 본당 0.52㎥을 기준으로 반영

⑤ 소수점 이하에서 3-4자리까지 숫자 기입으로 혼선 초래
☞ 모든 숫자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할 것(특별히 소면적이고 벌채 실적이 적은 경우
에는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하되 누계에 정리)

⑥ 일반적인 벌채지에서 벌채량과 수집량을 같도록 기재하는데, 목재로 이용하지 않은 초두
부 등 목재수율을 감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벌채량과 수집량을 검토하여 기재하고, 2018년도 산림바이오매
스에 대한 REC 적용에 따라 임지 존치된 자투리 줄기와 가지는 벌채부산물로 기재

⑦ 소나무재선충피해목벌채 등 타 법령에 따른 벌채시 사전협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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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허가(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벌채지도 강화
⑧ 수확벌채(수종갱신) 시 벌채량 시·군 평균 재적보다 적게 반영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허위기재 엄정 조치할 것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KOSIS 통계표 업로드

○ 가장 최근 공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를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보고서 제공

2-2.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통계메터

DB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에 메타 정보 제공

*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에 분기별 목재수급 실적 정보 제공

- http://www.forest.go.kr(

○ 통계설명자료

산림청 누리집

- http://www.forest.go.kr(

○ 품질보고서

>

산림정책

>

목재수급계획)

- http://kostat.go.kr/quality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제공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으나

,

별도 요청 시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를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에 분기별 목재수급 실적 정보 제공

- http://www.forest.go.kr(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본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비밀보호 과정 생략

□ 자료 처리 및 보관

○ 조사자료와 증빙서류는 문서를 통해 제공되므로 별도 보관 및 폐기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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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본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밀보호 과정 생략
-

공표자료 또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없음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전산자료 관리 지침

○ 수집한 자료의 처리 및 보관은 내검 완료 후 폐기처리 취합 데이터 영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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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사업예산

□ 예산현황
○ 총예산

년 기준

: 2018

천원

18,476

공무원이 직접 통계 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자료수집 및 현장 점검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
및 현장점검 여비 예산만 반영

○ 예산증액의 필요성

․

목재수급통계 수집항목에 대한 현행화 분석, 체계적인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인 허가

-

․

및 유통과정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 증액 필요

2. 자료처리 시스템

□ 별도 시스템 없이 엑셀서식 취합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실적

○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매년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여 본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

관련성, 접급성에 대하여 평가

○ 최종 품질진단 결과

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제 결과 양호 통계로 분류

- 2017

통계품질관리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policy/quality/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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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참고문헌
1. 동일통계 외국자료

□ 목재수급 관련 외국 통계
○ 일본

입목벌채 면적, 입목축척, 간벌실적 및 간벌재의 이용 상황 등 목재수급 관련 통계 제공

-

임야청 산림임업통계요람)

(
-

인터넷 주소

: http://www.rinya.maff.go.jp/j/kikaku/toukei/youran_mokuzi2018.html

□ 국제기구 등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및 제공항목
○ 국제기구명
○ 제공항목 임산물 생산통계
: FAO

:

-

당해 연도 임산물 생산량, 수출입 물량 및 금액, 국제열대목재기구(열대목재 교역량 및 금액)

관련 통계자료
- 인터넷 주소 : http://www.fao.org/forestry/statistics/80570/en/

2. 기타 문헌

□ 통계청 표준통계분류
○

-

http://kssc.kostat.go.kr/

한국표준산업분류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매년 공표되는 목재수급통계 자료를 통계연보에 게재하고 있음
-

산림청

: http://www.forest.go.kr/

- KOSIS : http://kosis.kr/

□ 목재이용실태조사
-

산림청

: http://www.forest.go.kr/

- KOSIS :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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