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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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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민위원회]

- 벌채기록지 [산림보호부(Forest Protection Department)]

  (벌채신고서 ․ 임산물채취신고서 ․ 임산물신고서․ 벌채기록지 등에 

베트남 정부 도장과 서명이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에 날짜정보 

기재 또는 날짜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야 인정 가능)

첨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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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월 기준 산림 23만h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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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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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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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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합법적 증명서(Legal Proof) + 목재수종 비율표 

  [지역인민위원회]

  * 합판과 같은 가공된 목재제품의 경우 어느 국가의 어떤 수종으

로 제조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목재수종 비율표 제출 필요

   : 베트남 국산재일 경우 베트남산 목재임을 명시, 수입재와 혼합

된 경우 어느 국가의 목재가 몇% 들어갔는지 목재수종 비율표 제출

   ex) 베트남산 유칼립투스 50%, 중국산 아카시아 50%

  * Legal Proof 내 수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첨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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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벌채허가서(벌채신고서에 정부확인을 받은 것①)]

회사명, 벌채업체 ID, 주소, 

벌채 지역 ․ 면적 ․ 수종 ․ 수량 정보 등 명시

지역인민위원회

도장 및 서명
산림소유자(벌채자)

서명



- 4 -

[첨부 2. 벌채허가서(벌채신고서에 정부확인을 받은 것②)]

회사명, 벌채업체 ID, 주소, 

벌채 지역 ․ 면적 ․ 수종 ․ 수량 정보 등

지역인민위원회

도장 및 서명
산림소유자(벌채자)

서명



- 5 -

[첨부 3. 벌채허가서(벌채신고서에 정부확인을 받은 것③)]

신청인 이름 및 주소

수종, 식재연도, 출처, 소재지

벌채수량(본), 생산예정량(㎥), 벌채사유 등

지역인민위원회

도장 및 서명
산림청

서명

신청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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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벌채허가서(임산물채취신고서에 정부확인을 받은 것)]

벌채회사명, 벌채 시기 ․ 지역 ․ 면적

벌채 지역, 수종, 직경, 수량

지역인민위원회

도장 및 서명

산림소유주(벌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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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벌채허가서]

지역인민위원회 도장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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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벌채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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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벌채기록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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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합법적 증명서(Legal Proof)]

베트남정부

도장 및 서명

수량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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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일반 산림 현황

베트남의 산림은 총 14,773,000 ha 로 전체 국토면적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 소유권

에 따라 국유림이 약 72%, 사유림이 24%를 구성하고 있으며2) 산림면적은 원시림(Primary),

기타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식재림/조림지(Planted)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원시림(Primary) : 83,000 ha(0.6%)

- 기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 11,027,000 ha(74.6%)

- 식재림/조림지(Planted) : 3,663,000 ha(24.8%)

이 중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림 : 6,870,000 ha4)

- 보존림 : 2,040,000 ha5)

- 보호림 : 2,040,000 ha6)

지난 20년 동안 대규모의 조림을 통해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

로 베트남의 목재 생산량은 10,750,000 ㎥에 이릅니다. 베트남은 다양한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하는 국가로는 유럽, 미국, 일본이 있습니다.7)

베트남은 ‘산림의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경영, 보호, 조림, 벌채 등을 관리

하는 중앙정부 기관으로 농림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1)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 http://www.forestlegality.org/risk-tool/country/vietnam#tab-resources
3)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4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4)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5,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8,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6)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7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7) https://www.nepcon.org/sourcinghub/timber/timber-viet-nam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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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MARD))의 위임을 받은 농립개발과(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DARD))와 베트남산림공사(Vietnam Forest Corporation)가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8)

베트남의 산림경영은 헌법에서 제공하는 사항과 토지법 관련 기초 정책이 국회와 정부를 통해

마련됩니다. 베트남 수상은 국산재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산림 생산수준을 향상시켜 국내

수요 충족과 점진적인 수입재의 대체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산재의 개발·경영 강화

제도를 의결하였습니다.

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베트남은 토지법에 따라 공공토지와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

지역개발부의 산림보호부(Forest Protection Department, FPD)에 따르면 주요 산림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정부 산림기업에서 경영하는 산림은 천연림 73%와 조림지는 27%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

자원 및 환경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DNRE) 행정권역별 사

무소에서 발행한 토지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산림경영위원회(Forest management boards, FMBs)는 특수 목적림과 보호림의 유지를 목적

으로 천연림 88%, 조림지 12%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소유주에게 할당된 산림은 천연림 50%와 조림지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만명 이상

의 개인소유주 중 대부분이 명확한 토지와 산림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산림이용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사회에서 경영하는 산림은 대부분이 천연림이며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에서 운영

하는 산림의 96%를 천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사회는 토지 이용권을 보유하지 않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 이용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nd Law

- Land use levy collection

- Decree No. 46 of the collection of land rent and water surface rent

- Circular No. 35 guidance the implementation of timber and non-timber forest product

harvesting and salvaging caluse 4

- Decree 163 on allocating and leasing of forestry and to organizations, households and

indivisuals for stable and long-term forestry purposes

- Decree 135 on the allocation of agricultural land, productive forest land and land aquaculture

8) https://www.mard.gov.vn/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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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in state-run agricultural farms and forestry farms

- Law on Forest Protection and Development

- Decree 23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st protection and development

- Circular 38 guidance on the order and procedures for allocation and lease of forests to,

or recovery of forests from, organizations, households, individuals and village population

communities

- Circular 87 guding on design, use and selection of timber

- Enterprise Law-the conditions relating to business certificate registration and content of

certificates

- Tax administration law Decree 85

토지 이용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또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권(Land use rights certificate, Red Book)

- 토지할당권(Decision on land allocation)

- 토지법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토지 이용권리가 포함된 문서 중 하나

- 주정부산림공사, 개인산림기업, 그 외 경제조직의 사업등록증

베트남에서 Land Law에 따라 농림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MARD)의 위임을 받은 해당 산림의 관할 행정기관(Department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DARD) 또는 베트남산림공사(Vietnam Forest Corporation)로부터 토지이용

권(Land Use Rights Certificates)을 부여 받아 벌채활동을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권의 형태는 다음

과 같습니다.9)

- Decisions on land allocation(1993년 이전 등록 사항)

- Decisions on forest allocation

- Decisions on forest land allocation

- Decisions on forest allocation combined with land allocation

- Decisions on land leasing

- Decisions on contraction forest land

- Forest registration books

- Commune People’s Committees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모든 개인 소유자 또는 주정부 산림기업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권(land use

certificate) 또는 토지임대권(land lease agreement)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확한 면적에 대한 지역

행정기관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pdf/11_05_2017_EU_Vietnam_VPA.pdf,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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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산업계 제공 자료

그림 57. 토지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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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토지할당 계약에 따라 토지이용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주정부 소유의 산림 기업

이 소유한 산림에서 산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역민과 산림기업간에 이루어지

며 해당 조건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투자되는 산림경영/벌채 기업의 경우 벌채계획과 지도를 포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

다. 산림경영 및 벌채계획은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산림내 생

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산림보호법(Forest Protection Law)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주정부

에서 소유한 산림기업의 경우 벌채실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종종 외부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업무

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산림경영 및 벌채 계획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w on Forest Protection and Development

- Decision 186 on forest management

- Circular 87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selective timber harvesting approach in native

forests

- Circular 38 guiding plan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합법적 산림경영 및 벌채계획을 위해 요구되는 문서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 지속가능경영계획(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lan)

- 지역의 농림개발과(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서 발행한 지속

가능한 사림경영계획 승인

- 지역의 농림개발과에서 발행한 Forest Regulation plan 승인

2. 개인

- 지역위원회의 벌채계획 허가

- 산림소유주 또는 벌채허가신청자에 의해 작성된 벌채 계획

- 산림소유주 또는 벌채허가신청자에 의해 제작된 벌채지역 지도

- 산림소유주 또는 벌채업체에 의해 표시된 벌채목록

- 컨설팅 회사에 의해 작성된 벌채계획 평가서

- 벌채허가서류 일체

벌채 허가사항과 관련된 법령에는 산림의 목적과 벌채된 목재제품, 천연림에서의 벌채허가 절차,

벌채허가에 따른 조림 예산, 조림지에서의 벌채 허가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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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무나무, Rubber Wood]

- 고무채취허가서

- 벌채등록서

[재활용재, Salvage timber]

- 5 ha 이상의 보호림 경계면·보호림 방파제·특수이용림, 10 ha 이상의 천연림, 50 ha 이상

의 그 외 산림에 대한 용도 변경을 위한 농림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또는 지역주민위원회의 환경평가보고서 허가사항

- 규정된 면적보다 적고 산림 이용목적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위원회의 환경보호

책무에 대한 허가 서류

- 부지 정리를 위한 보상 허가 사항

- 총리, 지역위원회의 산림이용 변경을 위한 산림 전환 허가서류

- 지역위원회의 산림작업 위임장(단체에 한함)

- 산림소유주 또는 벌채업체가 작성한 벌채 계획(단체에 한함)

- 산림소유주 또는 벌채업자가 작성한 벌채지 지도(단체에 한함)

- 농림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서 발행한 벌채계획 허가

서류(단체에 한함)

- 농림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서 발행한 벌행허가서

(단체에 한함)

- 산림 소유주의 벌채된 제품목록(소유주에 한함)

- 지역산림거주자 증명(소유주에 한함)

- 산림소유주의 벌채 등록증

[조림-개인투자 및 주정부 지원]

- 산림 소유주의 벌채 등록증

- 산림 소유주의 벌채된 제품목록(소유주에 한함)

- 산림 소유주 또는 벌채업자가 작성한 벌채계획(소유주에 한함, 소유주 추정치로 작성)

- 산림 소유주 또는 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벌채지 지도(단체)

[주정부 예산 투자 조림지]

- 산림 소유자 또는 벌채업체가 작성한 벌채계획지 지도

- 산림 소유주 또는 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벌채계획 지도

- 농림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또는 지역 위원회에서 발행

한 벌채계획 허가 사항 일체

- 농림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또는 지역주민위원회에서

발행한 벌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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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작업자는 벌채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벌채사항에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결과는 산림보호부

(Forest Protection Department)에서 천연자원의 평가와 원산지 증명 제공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합니다.

합법적 벌채 활동을 위한 서류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연림의 모든 원목은 벌채 시 산림보호부(Forest Protection Department)의 확인 작업을 통

해 표시 작업이 이루어지며 해당 정보는 원산지 증명과 세금징수 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벌채업체는 벌채된 모든 지역에 대한 사후벌채검사 승인사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림지의 소유주는 벌채설계를 실시하고 벌채등록을 위하여 공동체주민위원회(Commune

People's Committee, CPC)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공동체주민위원회

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산림소유주가 제출한 벌채설계는 허가된 것으로 인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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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산업계 제공 자료

그림 58. 벌채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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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보호법을 2005년 제정하여 천연림, 보호림, 특수목적림

에서의 벌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MARD)에서는 일부 지역과 수종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수 목적림의 경영, 수출, 수

입, 재수출, 이동, 번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작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PNRE)에서 승인한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요구됩니다.

- 수원함양림(Watershed forest), 해안보호림(Coastal protection forest), 특수목적림 중 20

ha 이상의 경우

- 200 ha 이상의 토지이용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0 ha 이상의 산림 조림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부적합 사항

이 발견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산림소유주가 산림인증을 원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서를 FSC FM 인증 기준 적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의 벌채 및 공정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인톱 사용 시 적절

한 보호장구와 승인된 신발 및 고글을 착용하거나 위험한 물질에 대한 필수 교육 등 관련 사

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 소유주는 해당 교육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산림 정

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역 노동조합에서는 매년 산림소유주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교육사항, 최소연령, 권한, 1일 노동시간, 퇴직연한 등을

노동법(Labor Cod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Social Insurance Law)에서 해당 노동자

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업자는 관세법(Customs Law)제24조에

따라10) 수입신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문서 등으로 베트남 수입업체가 수입한 목재 또

는 목재제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관으로부터 확인된 수입신고서(세금 납부 사항 포함)

- 계약서(Sales contract)

- 송장(Trading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10) 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pdf/11_05_2017_EU_Vietnam_VPA.pdf,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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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CITES 허가서(CITES permit)

- 베트남 산업통상부로부터 발급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경우)

- 베트남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 예외 제품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지역산림관리원이 작성한 표식(hammer mark) 현황 기록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베트남 내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을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업자는 산업법

(Enterprise Law) 제28조, 제29조와 투자법률(Investment Law) 제36조, 제39조에 따라 해당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송업체와 운송자는 목재 운송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문서 등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11)

- 사업자등록인증서(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투자등록인증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베트남의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8개의 수종, 물리적 특성, 비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

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종은 204개에 이릅니다. 원목은 말구 직경이 25㎝ 이상이며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제재목은 1m 이상의 길이와 5㎝이상의 두께, 20㎝이상의 너비를 포함하며 반

드시 표식(Hammer mark)이 되어야 합니다. 표식(Hammer mark)이 요구되지 않는 벌채목재의

경우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트럭이나 선박을 운영하는 개인과 단체는 기기 등록증, 적재하중, 기기

보유자 명시 서류 등 관련 허가증과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기기 작업을 실시

하는 업체는 운송 및 공공보안 기관으로부터 각각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림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MARD)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목재 정보를 명시한 세부 정보를 가공업자에게 제공하여야하며 산림보호국(Forest

Protection Department)에서는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스탬프를 실시합니다. 대안으로 조림지에

서 생산된 목재이거나 산발적으로 발생된 목재의 경우에는 공동체주민위원회(Commune

People's Committee)의 인증을 받아 운송이 가능하며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

법적인 운송, 가공, 유통을 위하여 요구되는 문서 또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적인 목재 운송 및 유통]

- 지역 산업등록부서에서 발행한 목재 운송, 무역 등록증

11) 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pdf/11_05_2017_EU_Vietnam_VPA.pdf,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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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운송에 대한 계약서 또는 동의서

- 운송자가 보유해야 하는 유효 문서의 포함 사항

* 기기의 종류와 등록 연도 표기

* 기기의 적재용량

* 계약자 또는 업체의 보유 트럭 등에 대한 현황

* 운송기관과 공공보안기관에서 발행한 각각의 보유 기기에 대한 허가증

[국내산 벌채목재 및 재활용재]

- 재정부에서 발행한 세금 Invoice(조합 또는 단체에서 목재를 구입하는 경우)

- Packing list : 목재 소유주가 작성하고 공동체주민위원회(Commune People's Committee) 또는

지역산림보호부(District Forest Protection Department)에서 확인한 경우

- 지역산림관리원에 의해 표기된 Hammer mark

[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

- 재정부에서 발행한 세금 송장(Invoice, 조합 또는 단체에서 목재를 구입하는 경우)

- 산림 소유주 또는 목재 소유주가 작성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지역산림관리원에 의해 표기된 표식(Hammer mark)

- 산림 소유주가 작성하고 지역산림관리원이 확인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입목재, 국내 미가공제품]

- 재정부에서 발행한 세금 송장(Invoice, 조합 또는 단체에서 목재를 구입하는 경우)

- 목재 소유주가 작성하고 지역산림보호부(District Forest Protection Department)에서 확인

한 포장명세서(Pacing list)

- 지역산림보호부(District Forest Protection Department)에 의해 표기된 표식(Hammer mark)

[몰수된 목재(Confiscated timber)]

- 재정부에서 발행한 세금 송장(Invoice)(조합 또는 단체에서 목재를 구입하는 경우)

- 목재 소유주가 작성하고 지역산림보호부(District Forest Protection Department)에서 확인한 포장

명세서(Pacing list)

- 지역산림보호부(District Forest Protection Department)에 의해 표기된 표식(Hammer mark)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업체는 수입과 수출 등록과 함께 허가서를 발급받아

야 하며 관세법(Customs Law)제24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의 문서 등으

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2)

- 수출업자가 작성한 수출 신고서(세금 납부 사항 포함)

12) 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pdf/11_05_2017_EU_Vietnam_VPA.pdf,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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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제품에 대한 포장명세서(Pacing list)

- 조림지에서 벌채된 목재에 대한 포장명세서(Pacing list)

-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를 수출하는 포장명세서(Pacing list, 가공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

- 가공, 운송업체의 포장명세서(Pacing list)

- 계약서(Sale contract)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CITES 허가서(Permit of CITES)

-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 수입 원자재 및 해당 제품의 경우)

베트남은 Aquilaria spp.와 Dalbergia cochinchinensis(Thailand Rosewood) 수종에 대하여

CITES AppendixⅡ에 등록하고 교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CITE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ES 등록 수종에 대한 수출입을 원하는 경우

다음의 CITES 허가서(permit)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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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산업계 제공 자료

그림 59. 포장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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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2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39,401 ha이며 CoC 인증은 0 건입니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0 ha

이며CoC인증은0건입니다.(2017. 9월기준) 자세한내용은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3호)

베트남은 유럽연합과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계획에 근거한 자발적협약

(VPA/FLEGT)을 2017년 6월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목재합법성 보장시스템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

출처 : www.euflegt.efi.int/drc

외교부 EU-인도네시아 목재제품에 대한 면허제도 시행에 합의 알림 문서

EU FLEGT 자발적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양자협정으로서 자발적 협약 체결국은 합법

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에 대한 자국내 통제, 확인 및 허가시스템(Legality assurance

system)을 개발하고, 동 협약이행 체계가 완비된 것으로 EU와 해당국이 공동합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국에서 생산된 목재/목재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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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4호)

산림 작업자는 벌채 절차를 마무리 하기 전 벌채 사항에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는 산림

보호부(Forest Protection Department)에서 천연자원의 평가와 원산지 증명 제공을 위한 자료

로 활용합니다.

천연림에서 벌채되는 모든 원목은 벌채시 산림보호부(Forest Protection Department)의 확인작

업을 통해 표시 작업이 이루어지며 해당 정보는 원산지 증명과 세금징수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벌채업체는 벌채된 모든 지역에 대한 사후벌채검사 승인사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Nguyen Tuong Van

- 소속 : Administration of Forestr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e-mail : van.fssp@gmail.com

FLEGT 면허를 부여합니다. EU FLEGT 면허를 획득한 수출 목재/목재제품은 EU 목재규정

(EU Timber Regulation 995/2010)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