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루마니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벌채허가서

 (산림국이 발행)
첨부 1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산림 2,675,623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루마니아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

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

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1차 운송장[Primary accompanying notice]

- 2차 운송장[Secondary accompanying notice ~]

  * SUMAL(루마니아 목재흐름관리 및 원산지 이력추적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고유코드와 연관됨

첨부 2

첨부 3~4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

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EU Timber regulation에 따라 사업자들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시판할 때 실사 시스템(Due diligence system(DDS))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산림 면적이 여기에 속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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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벌채허가서_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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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벌채허가서_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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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1차 운송장_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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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1차 운송장_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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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2차 운송장(목제품)_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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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2차 운송장(목제품)_번역본]



- 9 -

[첨부4. 2차 운송장(건설목재)_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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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2차 운송장(건설목재)_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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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형태
산림 면적 

1,000 ha

비율 % 

전체 산림 면적 6,559 100.0
전체 공유림 면적 4,245 64.7
   - 국유림 3,194 48.7
   - 시유림 및 코뮌 소유 산림 1,051 16.0
전체 사유림 면적 2,314 35.3
   - 개인 및 법인 2,225 33.9
   - 도시 및 코뮌 89 1.4

루마니아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루마니아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2016년 말 기준 소유권별 산림

 

 

              출처: 루마니아 통계청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 루마니아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자연 공원, 국립 공원 및 기타 보호 지역에서의 산림 보호를 포함하여, 

루마니아의 영림 계획에 따른 산림 보존 및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산림의 “기능별 구획화(functional zoning)” 제도가 사용됩니다. 

산림의 기술적 기준에 따르면, 산림은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에 

따라 2개의 주요 “기능 그룹(functional groups)”으로 나뉘며, 56개의 

“기능 카테고리(functional category)”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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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I - 약 53,3 %: 물, 토양, 기후 및 국가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보호 기능을 가진 산림, 휴양림, 유전자 풀 및 생태 기금

(ecologic fund)의 보호림, 국가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천연 보

호지역 내의 산림. 

그룹 II – 약 46.7 %: 생산림 및 보호림.

 · 루마니아의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벌채목재 및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 입니까?

루마니아 산림법(Forest Code)에 따르면, 모든 산주는 의무적으로 

산림 규제 제도(forestry Regime)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주

들은 영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0ha를 초과하는 

산림을 소유하는 경우 영림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산림 규제 제도(Forestry Regime)란 영림 계획, 산림 경비, 해충 방지, 

벌채 및 재 식재에 관해 중앙 정부 산림 당국이 제정하는 기술적, 

경제적, 법적 규제/규범으로 이루어진 단일화 시스템입니다.

또한, 산림 소유권과 무관하게, 모든 산림에 대해 산림 경영이 이루어

지거나 산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공인된 산림담당 직원

으로 구성된 공인 산림 경영 기관인 산림국(Forest District)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림국(Forest District)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중앙산림국(State Forest District): 루마니아 산림청 산하 국유림 

경영을 담당

  - 지방산림국(Regime Forest District): 도시와 코뮌 같은 공공 

지방 행정기관, 사유림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 혹은 이들의 

조합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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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는 자의적으로 중앙산림국(state forest district) 또는 지방산림국

(regime forest district)과 산림 경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과 산림관리부(Ministry of Waters and Forests)와 산하의 9개 

산림 경비대(forest guard) (지역 하위 기관)에서 산림 규제 제도

(forestry regime) 준수 여부를 점검 및 모니터링 합니다. 

 

Ministry of Waters and Forests (물과 산림 관리부)

Calea Plevnei, nr. 46-48, Sector 1, București
Tel: +4 021 316 0219

Fax: +4 021 319 4609

cabinet.ministru@map.gov.ro

www.apepaduri.gov.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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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루마니아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루마니아의 목재 벌채는 산림규제제도(forestry regime)를 준수하

여 수행됩니다. 

산림에 관한 기본법은 Law 46/2008-Forest Code입니다. 산림법

(Forest Code)은 개정 및 보완되어 재판되었습니다. 

산림법(Forest Code)중 벌채에 관련된 조항은 제8장 목재 벌채

(Wood Harvesting) (62조부터 67조)와 제9장 목재 원산지 및 이동 

(origin and movement of wood materials)입니다. 

예를 들어, 

“62조 1항. 산림 개발은 벌채허가권 취득 이후 및 벌채 지역 양도 

이후, 산림 규칙 및 산림 당국의 장이 승인한 나무 운송, 집재, 목

재 운반의  조건, 양식 및 기간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언

덕과 산지의 경우, 케이블 철도 기반의 기술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2항. “산림 개발은 인증 위원회 (Attestation Commission)가 공인한 

경제 주체(economic operator)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인증 위원회는 

산림 분야의 국가 공인 전문가 및 고용주 연합 내에서 운영된다.

3항. 법에 따라 연간 20 m3까지의 면적에 대해 인증 없이 자기 

소유의 산림을 벌채 할 수 있는 산주, 법인 및 개인은 2항에 대해 

예외가 적용된다.

…………………………

6항. 벌채 허가권은 산림 행정 또는 산림 서비스를 담당하는 산림국

(forest district)이 발행해야 한다.”

벌채 허가권 양식은 부속서1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문 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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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않음.) 

목재 벌채에 관한 기타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목재와 목재 제품을 시장에 유통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한 Regulation (EU) No. 995/2010의 이행을 

위해 목재의 원산지, 이동 및 매매, 목재 및 원목 가공 시설의 저

장 공간 체제 및 규정에 관련된 법(Rule)을 승인한 정부 결정

(Government Decision) no. 470/2014과 이의 개정 사항 및 완성본.

  - 목재의 운반, 집재, 운송에 관한 조건, 양식 및 기간에 대한 

지침을 승인하기 위한 환경산림부 장관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s)의 지시(Order) no. 1540/2011 및 이의 개정사항 및 

보완 사항 

*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은 산림에 대한 “기능별 구획화

(functional zoning)” 제도를 기반으로 영림 계획에 의해 지정됩니

다. 

기술적 기준 및 영림 계획 조항을 기반으로 특정 산림을 

그룹 1로 지정할 경우, 해당 산림은 목재 벌채 전면 금지에서부터, 

보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 벌채 허가에 이르기까지, 산림 

경영에 관해 다른 종류의 제한을 수반하게 됩니다. 

보존과 보호의 목적에 따라 그룹이 적절하게 지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법(Forest Code)에 따라, “원시림과 준 원시림

은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회계 및 행정 편의를 위해 제작한 

«원시림 및 준 원시림 카탈로그(National Catalogue of Virgin and 

Quasi-Virgin Forest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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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산림 당국은 루마니아의 원시림 및 준 원시림 식별에 

대한 기준 및 지표를 수립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러한 

산림 식별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국가적 카탈로그(National Catalogue)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4,000 ha 이상의 산림 지역이 국가적 

카탈로그(National Catalogue)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림법(Forest Code) 조항은 개벌 이외의 벌채에 의해 자

연 재 재생이 불가능한 임분을 제외하고, 국립 공원과 자연 공원 

내 개벌을 금지합니다.

 · 루마니아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 루마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

니까?

루마니아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불법 벌채 및 불법 벌채된 제품의 

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적절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 

루마니아 목재흐름관리 및 원산지 이력추적을 위한 정보 시스템 

(Romanian Information System for Timber Flow Control and 

Tracking the Wood Source, SUMAL)이 탄생하였습니다. SUMAL은 

산림 경영인, 사업자 (economic operator), 산림 당국에 관한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서, 2008년 발효되었으며,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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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apepaduri.gov.ro/categorie/sumal/)

 

SUMAL은 관상수, 작은 가지, 묘목을 제외하고, 산림법(Forest 

Code)에 정의된 목재에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

재는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목재와 목재 제품유통업자의 의

무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Regulation (EU) No 995/2010(EU 목재 

규제-EUTR)의 부속서에 수록된 통합분류코드(Combined 

Nomenclature codes) 4401, 4403, 4406 및 4407에서 분류된 목재 

및 목재 제품에 해당됩니다. 

SUMAL은 산림 분야의 범죄 감소, 불법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 목재의 원산지 관리 및 이력추적가능성 보증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지정된 벌채 지역 내에서 벌채가 허가된 교목은 유통되는 목재량 

평가에 관한 법률 (APV)을 따릅니다. APV는 SUMAL에 등록된 산

림국(forest district)의 산림 경영인이 발행한 공식 문서입니다.

목재 벌채는 벌채 허가권이 있어야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상기 

Forest Code의 62조 1항).

각 선적분에 대한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를 통해 벌채

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벌채의 이력이 추적됩니다. “첨부공지

(Accompanying Notice)”는 SUMAL의 정보 시스템이 생성한 고유 

코드와 연관되어 있으며, 수종 및 목재량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목재 운반에 관한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는 특정 보안 

요소를 가진 특수 문서로서, 각 3장으로 이루어져 국영인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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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rinting Company)이 인쇄합니다. 보안 요소는 copy1에 

적용됩니다. 

정부 결정(Government Decision) no. 470/2014가 승인한 법률(rule)

의 4조 및 이의 개정본 및 완성본에 따르면, 

(1) 목재 자재는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라는 문서를 수반

해야 하며,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2) 벌채 장소로부터 수반된 문서는 1차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입니다. (부속서2) (영문 버전 제공되지 않음.) 

(3) 벌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적된 목재 자재 및 제재된 목재에 

대한 수반 문서는,  

- 제재된 목재 이외의 목재의 경우, 부속서3의 2차 첨부 공지

(accompanying notice)이며,

- 제재된 목재의 경우 부속서4의 2차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입니다.

문서의 양식은 산림 경비대(Forest Guards)가 발행한 분배 및 사용에 

관한 합의(Distribution and Use Agreement)만을 기준으로 하여 국영

인쇄기업(National Printing Company)이 제공합니다. 산림 경비대

(Forest Guard)는 산림에 관한 중앙 당국의 지역 조직입니다. 각각의 

합의 내용은 중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만약 APV에 명시된 목재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은 

고유 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항에 따라 각각의 

벌채 지역으로부터의 또 다른 선적분에 대해 “첨부 공지

(accompanying notice)”가 발행될 수 없습니다.

목재 분류 및 목재의 출입에 대한 기록을 통한 목재의 분석적 관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 모든 목재 소유주는 적절한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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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AL에 등록되지 않은 목재 수량은 법적 원산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산림 당국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SUMAL은 내장되어 있거나 무료로 배포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을 위해 제공됩니다.

- 산림 경영인의 벌채 지역 인증 (SUMAL Forest District)

- 목재 벌채, 운반, 가공, 저장 및 목재 제품 유통에 종사하는 시장 

운영자 (SUMAL Agent) 

- 목재 이동, 수집, 가공 및 정보 분석의 관리를 담당하고, 이를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진 관리 기관 (모바일과 데스크톱 버전의“조사관 

목재 이력추적 (Inspector wood Tracking, IWT과 같은 

SUMAL-Control and Inspector 애플리케이션)

SUMAL은 추가적인 법률에 의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산림 

레이더(Radar of Forests)”라고 불리는 목재 배송 관리시스템 및 

실시간 이력추적이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목재 운반이 시작될 때, “산림 레이더(Radar of 

Forests)”는 이동식 전자 단말기로부터 각각의 선적에 대해 고유의 

온라인 및/또는 오프라인 코드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중앙 

서버로 전송되며, 허가 받은 경제 운영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수 

문서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에 기재됩니다. 이후, 

이 코드의 유효성이 세관을 포함한 목적지에서 확인됩니다. 

운반 시, 산림 조사관과 경찰은 코드와 코드 발행 날짜와 시간, 

분, 운반의 시작/끝의 지리적 좌표, 구글 맵에서의 위치, 실제 목재 

수량,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에 입력된 분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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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단말기의 통제는 첨부 운송 공지(accompanying 

transportation notice) 및 차량 번호판의 시리즈 및 번호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선적을 중지하지 못했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데이터는 정보의 집중화, 가공, 분석 및 통제를 위해 SUMAL Central

이라 불리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중앙 장치에 통합됩니다. 

산림에서 벌채된 목재의 법적 원산지는 SUMAL을 통해 검증되며, 

목재의 송신인과 수신인 간의 크로스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정보 통제 시스템인 별칭 “산림 레이더(Radar of Forests)”는 목재 

운반에 관해 112에 접수된 비상 전화를 위한 단일 시스템(Single 

National System for Emergency Calls)에서 수신한 응급 상황 처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정 규제를 통해 사람들은 목재 자재를 싣고 

번호판 뒤에 법적 원산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 수단에 

대해 신고하여, 해당 운송 수단이 법적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와 그에 따른 고유 코드를 수반하여 목재 자재를 나르고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루마니아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유통하는 경제 주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유

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Regulation (EU) No 995/2010 (EU 목재 규제-EUTR)

- 유럽 공동체 내로의 목재 반입을 위한 산림 경영과 거래행동계획 

(FLEGT) 라이선스 제도를 수립한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상기 명시된 벌채의 절차와 요건은 산림 소유권 및 산림 형태와 무관

하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10ha 미만의 (영림 계획이 없는 

경우) 사유림 산주의 벌채의 경우 몇몇 추가 특정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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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림법(Forest Code)에 따르면, “산주/권리 승계자/사용수

익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판된 민법(Civil Code)에 대한 Law no. 287/2009의 조항에 따라 

문서를 제시하며 최대 10 ha로 구성된 산림 기금에 대한 영림 혹은 

산림 서비스 계약을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체결한 사람은 

임목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헥타르당 연간 최대 5㎥의 면적에 대해 

벌채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헥타르당 벌채 면적은 수혜자의 수와 질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5㎥입니다.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연

락처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관리 담당 기관은 물과 산림 관리부

(Ministry of Waters and Forests)입니다.

SUMAL에 관한 정보: 산림의 목재 자재의 이력 추적에 대한 전산화 된 

모니터링 시스템

Email: serviciul.sumal@map.gov.ro



- 22 -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루마니아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 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루마니아 법에 따르면, 산림 인증은 필수가 아니며, 

산림인증협의회(FSC)에 의해 인증이 수행됩니다. 

루마니아에서 사용되는 인증 시스템 (산림경영인증(FM)과 임산물 

생산/유통 인증(CoC))은 산림인증협의회(FSC)입니다.

  - 인증 기관은 어디입니까?

루마니아에서 산림인증협의회(FSC)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 기관은 

산림인증협의회(FSC)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인증협의회(FSC)인증을 받은 산림은 2,675,623ha 입니다. 

이러한 산림 대부분인 2,239,358ha는 국유림 경영 담당 기관인 

국가산림행정부(National Administration of Forests-Romsilva)가 

경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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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루마니아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에 따라 루마니아 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현재 미시행 중입니다.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

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인증서 정보 검증은 산림인증협의회(FSC) 인증서 발행 기관이 담당합니다.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증서 진위 여부 검증은 산림인증협의회(FSC) 인증서 발행 기관이 

담당합니다.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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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루마니아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루마니아에는 위에 언급된 대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SUMAL이라는 고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입니까? 

상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

니까?

루마니아의 모든 산림 지역에 적용됩니다. 

  - 루마니아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

가 있습니까?

루마니아에서 개발하고 실행한 특정 시스템으로서,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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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루마니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수출 관련 사항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SUMAL은 산림법(Forest Code)에 정의된 

목재 자재의 법적 원산지를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수출하는 목재와 관련하여 정부결정(Government Decision) no. 

470/2014가 승인한 법(rule) 관련 몇몇 특정 조항과, 조항의 개정 

사항 및 완성된 내용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조 2항: “수출의 경우, 목재 자재의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15조

    (1) 운송을 위한 목재를 받아 마차 또는 선박에 목재를 

상하차하는 철도 운송 회사의 관계자, 경영인 및/또는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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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항구 운영자는 만약 목재가 동 법의 4조 1, 2, 3항에 

언급된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를 동반하지 않았거나, 

첨부 공지가 동 법의 조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목재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위에 언급된 주체들은 위의 사실에 대해 

산림 관련 중앙 정부의 지방 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세관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시에만 수출 신고서를 수락한다. 

    a) 목재의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는 수출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에 의해 발행되며, 현재 규약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정보와 

더불어, 목재의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에는 정부 

결정(Government Decision) 3조 2항에 따라 발행된 유효한 고유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3조2항: 1항에서 제공된 표준화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 

양식으로 전송된 경우, 이 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SUMAL은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에 등록되어야 할 고유 코드, 날짜, 

시간, 분, 초를 생성한다. >>]

 수출 신고서에는 첨부 공지(accompanying notice)에 기재된 대로 

목재의 송하인(consignor)/수출업자 (exporter)및 인수인(consignee)이 

포함되어야 한다.

    b) 목재의 수취인(recipient)은 비EU회원국 출신의 외부 수령인이며, 

수출신고서 수취인란 (recipient)에 기재된 경제 주체에 해당된다.

    (5) 법에 따라, 수출 세관이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또는 역외 가공 절차에 따라 운송되어야 하는 목재를 받은 경우, 

세관 당국은 즉시 관할 산림담당 직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산림 담당 직원이 서면으로, 해당 목재 

제품이 Law 46/2008 - Forest Code 및 이의 개정본 및 완성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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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목재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경우, 세관 업무를 계속 

진행될 수 있다.” 

Law no. 46/2008 - Forest Code 의 개정 및 완성을 위한 2017년 

Law no. 175의 2조 1항에 따르면, 2020년부터 EU비회원국으로의 

장작 수출이 금지됩니다.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묶음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국내 원자재의 법적 원산지는 SUMAL을 통해 

확인하며, 수입 원자재의 법적 원산지는 위의 법조항을 따릅니다. 

목재의 수출입 관련 법조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산림 당국 

(Forest Authority)과 관세청 (General Customs Directorate) 간, 협력 

의정서 (collaboration protocol)가 체결되었습니다. 

▶  수입 관련 사항 

정부 결정(Government Decision) no. 470/2014의 6조 3항과 이의 

개정본 및 완성본에 따르면, “벌채된 수입 목재의 합법성-법적 

원산지-은 EU 목재규제(EUTR)의 3조에 명시된 대로 산림법 집행, 

관리 및 교역(FLEGT) 라이선스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인증서 및 수출국의 

법률에 따라 수출국이 발행한 문서를 통해 증명된다.”

정부 결정(Government Decision) no. 470/2014이 승인한 

법(Rule)의 3조 1항 및 이의 개정본 및 완성본에 따르면, 목재의 

법적 원산지는 목재를 법적으로 획득하는 현지 출처를 일컫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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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U회원국 내 목재의 원산지 관련 문서인 EU 공동체 

(intra-community)문서. 단, 법에 따라 목재가 목적지에서 

수령되고 SUMAL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e) “수입신고서 및, 산림법 집행, 관리 및 교역(FLEFT) 라이선스가 

해당되는 경우, 산림법 집행, 관리 및 교역(FLEFT)라이선스는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된 목재의 원산지에 관한 문서임.”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루마니아는 EU 목재규제 (Regulation 

(EU) No 995/2010 – EUTR)와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 FLEG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루마니아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루마니아에는 수·출입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합법성을 

검증하는 비정부기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