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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페루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
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에 따라 산림은 공유림 및 사유림으로 구분됩니다.
그러한 경우, 산림 및 야생동식물 자원에 대한 개발은 다음과 같은 면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공유지인 경우:
a. 권리계약
b. 잔여 및 잔존하는 산림 사용에 관한 권리계약
c. 지역산림 관리를 허가하는 SERFOR 결의
2. 사유지인 경우:
a. 사유지에서의 임업 허가
3. 공유지 또는 사유지 중 상기 언급한 허가가 없는 경우:
a. 약용식물 채취 허가
b. 부유 수생식물 또는 하천주변 채취 허가
c. 관목 및 초본류 채취 허가

· 페루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산림경영에 따라 산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 -

1. 영구생산림 - 목재 및 기타 제품의 *영구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
지에 조성된 산림 (17.5 백만㏊)
2. 지역산림 -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지방정부의 관리하에 지역주민에 의해
공유지에 조성된 산림 (0.18 백만㏊)
3. 보전림 - 국가가 미래 사용을 위해 보전하는 영구생산림
4. 보호림 - 유역 및 수자원 보존을 위해 조성된 산림으로, 보호기능에 부합되는
생산활동이 허가된 산림 (0.17 백만㏊)
5. 원주민공동체 /농촌 산림 - 원주민 공동체와 농촌 내에 위치한 산림으로, 재
화의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산림 (13백만㏊)
6. 사유림 - 재화의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소유증서가 있
는 사유지 내에 위치한 산림

· 페루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산림경영을 담당합니다. 농업부 산하 공공기술 전문기구이자 국가산림
및 야생동식물당국 (Nat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y)이며 국가산림 및
야생동식물관리시스템(National Forestry and Wildlife Management System, 스페
인어 약칭으로SINAFOR)의 감독기관인 국가산림 및 야생동식물청(National Forest
and Wildlife Service, 스페인어 약칭으로SERFOR)이 국가차원의 기술규범 당국에
해당되며, 규칙 제정 및 관련 절차 수립을 담당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산림

및

야생동식물당국(Reg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y)이며 야생 동식물의 지속 가능한 사용, 보전 및 보호에 대한 계획, 홍
보, 관리, 통제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산림자원 사용에 관한 면허 부
여, 산림경영계획 승인, 지역 내 운송〮가공 및 마케팅 통제가 포함됩니다.
위에 언급한 기능을 이전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기능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SERFOR가 산림 및 야생동식물기술처(Technical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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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ildlife

Administrations)를

통해

국가산림

및

야생동식물당국(Nat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y)으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SERFOR가 불법벌채나 기타 산림유산에 대한 무단행위 관련 보고의 구심점입니
다.
SERFOR 내에서 이러한 기능은 산림 및 야생동식물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통
제 이사회(Directorate of Sustainable Management Control of the Forest and
Wildlife Heritage)에서 수행합니다.

연락처:
책임자: Ing. Varinia Phumpiu Cuba
E-mail: vphumpiu@serfor.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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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관련 사항
· 페루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
항은 무엇입니까?
*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임산물의 합법적 원산지를 보장하는 메커니즘과 수단을 포함, 산림자원 및 야생
동식물의 관리에 관한 현 법체계는 다음에 의해 규제됩니다.
1. 법률 제 29763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법
2. 법령 제 1283호 (DL 1283), 법률 제29763호에 대한 행정 간소화 조치를 규정
3. 법령 제 1319호 (DL 1319), 합법적 원산지의 임산물 및 야생동식물 제품 무역
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
4. 산림경영에 관한 규정, 최고법령 제0182015-MINAGRI에 의해 승인
5.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최고법령 제019-2015-MINAGRI에 의해 승인
6.

산림

조림

및

농림업

시스템

관리에

관한

규정,

최고법령

제

020-2015-MINAGRI호에 의해 승인
7. 원주민공동체/농촌 산림 및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최고법령 제
021-2015-MINAGRI호에 의해 승인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가능한 인증서 및 승인된 산림경영계획이 필요합니다.

벌채가 허용되는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채 목적의 임업권(법률 제29763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법 제56조).
2. 목재 이외의 타 임산물을 위한 임업권 (법률 제29763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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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7조).
3. 혼농임업 시스템 용도 변경(63조)
4. 잔여 및 잔류산림 용도 변경(64조).
5. 원주민공동체/농촌 산림 사용 허가 (법률 제29763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법 제
66조).
6. 사유지 산림 사용 허가 (법률 제29763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법 제69조).
7. 국유지 조림지에 대한 권리(법률 제29763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법 제112조).
8. 지역산림의 관리를 인가하는 SERFOR 결의 (산림경영에 관한 규정39조, 104조)

산림경영계획은 다음과 같은 계획 수준에 따라 마련됩니다.
1. 상위 수준
∙ 대규모 지역 또는 목재 임산물 수확이 고강도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수행
되는 사업에 적용
∙ 높은 수준의 기계화로 환경에 미치는 수준이 보통 수준이며 운영 년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
∙ 이 수준은 보전, 생태관광 및 비목재 제품에 대한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
니다.
2. 중위 수준
∙ 중간규모 지역 또는 목재 임산물 수확량이 중간 정도인 지역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적용되며, 이는 기계화 수준이 중간 정도이고 운영연도 기간 중 불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의미.
∙ 이 수준은 목재, 생태관광, 보전 이외의 제품에 대한 자격 부여에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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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 수준
∙ 소규모 지역 또는 목재 및 목재 이외의 제품 수확이 저강도로 이뤄지는 지
역에서 수행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에 적용
∙ 수확은 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산림의 경우 수혜자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수
행됩니다.
∙ 목재를 위한 임업권은 이 수준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임업재배지등록부(National Forestry Plantations Register)에 등록한 후 사유
지나 공동토지에 조성된 산림으로부터 목재 자원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제29763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법113조). 연안 및 산지의 경우 공유지(점유지)에
조성된 임업재배지는 상기 등록부에 등록 후 사용됩니다 (법령 제1283호 3조).
개간허가(법률 제 29763 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법 제36 조) 및 용도변경(법률 제
29763호 산림 및 야생동식물법 제38 조)과 같은 행정 조치의 결과로 획득한 임
산물로부터 목재 수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품은 국내 교역만을 목적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에 관한 규정 제 124조).
페루에서 모든 상업적 또는 산업적 용도는 관할 산림당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접근 방식(면허 및 행정조치)이 전 영토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 산림규정
을 준수하는 한 목재 수확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목재 수확은 오직 금지된 종
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시에는 금지대상 지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산림경영에 관한 규정 제 142조).
참고로 산림경영에 관한 규정의 제8차 보완 최종조항에 따라 모든 야생 식물종
은 국내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할 당국의 적절한 인가
없이 산림종을 수확하는 것은 산림 및 야생동식물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며 행정
처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단 수확은 원주민/농촌 공동체 내에서도
생계유지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자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산림자원의 경우 그 자원의 사용은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제26834호 조항에 의해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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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사유지에 위치한 산림에 접근하는 경우:
1. 사유지에 있는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산림 및 야생동식물당국
(Reg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y)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
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원주민공동체 토지 및 농촌 지역의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산림 및
야생동식물당국 (Reg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y)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유지에 위치한 산림에 접근하는 경우 다음의 방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권리: 이용할 자원의 유형에 따라 공개입찰 응모, 약식 절차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2. 지역 산림: 지방 또는 광역자치단체 정부가 지역 산림의 조성과 관리를
SERFOR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농림 시스템 사용 양도에 관한 계약: 적격 권리보유자가 지역산림 및 야생동
식물당국 (Reg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y) 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잔여 또는 잔류산림 사용 권리 계약: 지역산림 및 야생동식물당국 (Reg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y) 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 페루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
습니까?
벌채 합법성은 산림경영계획과 같은 합법적 원산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문서의
검토 및 심사를 통해 검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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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에 관한 규정 제 168조에 따르면 동법 규정 10에 따라 산림 표본, 제품
또는 부산물을 자연적 상태 또는 1차 변형 후 취득, 변형, 저장 혹은 판매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다음을 통해 그
합법적 원산지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a. 산림운송가이드 (Forest Transport Guides, 스페인어 약칭으로 GTF)
b. 과학적 목적의 허가
c. 임업 허가
d. 수입 또는 재수출 문서
합법적 원산지는 상기 문서, 국가산림 및 야생동식물 정보시스템 (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Forestry and Wildlife, 스페인어 약칭으로 SNIFFS)에 포
함된 정보, 임업활동 관련 기록, 표본 확인 및 코드, 조림 일지 및 보고서, 현장
조사 결과, 1차 전환센터, 수거지, 저장소, 마케팅센터의 확인을 통해 검증됩니다.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 지역 산림 및 야생동식물당국(Reg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ies)과
산림 및 야생동식물 기술국(Technical Forestry and Wildlife Administrations)이
적절한

경우

문서에

명시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산림운송가이드(Forest

Transport Guides)의 경우 가능한 인증서 보유자 및 전환센터에 의해 자체 발행
되었기 때문에 최초 통제지점에서 해당 통제담당자가 국가산림 및 야생동식물정
보시스템 (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Forestry and Wildlife, 스페인어 약칭
으로 SNIFFS)에 포함된 정보와 대조해 그 진위를 확인합니다.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문서의 검증은 지역산림 및 야생동식물당국(Regional Forestry and Wildlife
Authorities) 또는 국가 차원의 산림 및 야생동식물처(the Forestry and Wildlife
Administrations)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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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페루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
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 국가에서는 인증시스템이 자발적이며, FSC 100%목재 및 FSC 관리목재의 산
림경영(FM) 및 임산물생산유통 (COC)에 관한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스템은 2005년 및 2010년부터 각각 시행되었고 국가사무소(FSC
Peru)가 소재해 있습니다. 담당자는Ing. Alba Solis (asolisOfsc.orq.pe)입니다.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페루에서 운영중인 FSC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림동맹스마트우드프로그램(Rainforest Alliance Smartwood Program)
⁃ 컨트롤유니온인증(Control Union Certification)
⁃ SGS페루(SGS Peru)
⁃ GFA 컨설팅그룹(GFA Consulting Group)
⁃ SGS글로벌서비스(SGS Global Services)
⁃ 우드마크(Woodmark)
⁃ 토양협회(Soil Association)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8년 2월 7일 현재 FSC 페루 통계에 따르면 페루에서 인증을 받은 산림은
954,984.79 헥타르에 달하며 이 중 805,830.79 헥타르는 산림경영인증(FM/CoC),
149,154 헥타르는 관리목재인증(CW/FM)을 받았습니다. 또한 40곳의 목재가공 공
장이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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