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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가이아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공통) 연간 운영계획 승인서(AOP) 첨부 1

   <대규모 임대의 경우>

      ① 목재 판매 계약서(TSA) 

        * 24,291ha 이상의 임대용 발행(20년 부여)

첨부 2

      ② 목재벌채 임대허가서(WCL) 

        * 8,094~24,291ha의 임대용 발행(3~10년 부여)

   <소규모 임대의 경우> 

      ① 국유림 허가서(SFP)
         * 8,094ha 미만의 임대용 발행(2년 동안 유효)

첨부 3

  ※ [발급기관: 가이아나 산림위원회(G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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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기준 전체 산림 중 약 2%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

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자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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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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과의 산림법집행, 거

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

리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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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 허가서(Removal Permit)
 ※ [발급기관: 가이아나 산림위원회(GFC)]

- 사유재산 운송신고서(Private Property Removal Declaration)
 ※ [발급기관: 가이아나 산림위원회(GFC)]

 * 아메리카 인디언 빌리지는 운송 허가 대신 ‘사유재산 운송신고서’ 필요

첨부 4,5

첨부 6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

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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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연간 운영 계획 승인서(AOP) samp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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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목재 판매 계약서(TSA) samp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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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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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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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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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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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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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국유림 허가서(SFP) samp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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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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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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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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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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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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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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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운송 허가서(TSA) samp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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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운송허가서(SFP) samp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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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사유 재산 운송 신고서 samp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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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목재무역포털(Timber trade portal)

가이아나 

합법성 개요

합법성 체재

산림 관리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GFC)는 산림 임대  계약, 벌채 허가, 운송 서류, 제

재소, 목재 딜러, 적재장 라이센스 발급, 목재 수출 증명서 및 산림 합법

성 및 공급망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입니다. 

산림 행정의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사항은 사회 보장부, 국민 보험위원

회 및 아메리카 원주민부, 세무 당국과 환경 보호국의 지시에 따릅니다. 

벌채 법적 권리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GFC)는 모든 국유림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 목재 벌채를 위해 대규모/소규모 임대권보유자에게 허가를 

발행합니다. 대규모 임대 벌채 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재 판매 계약(TSA): 24,291헥타르 이상의 임대용 발행, 20년 부여 

2. 목재 벌채 임대(WCL):  8,094~24,291 헥타르의 임대용으로 3~10년 동안 

부여.

이러한 허가는 대규모 임대에 적용되며 필수 요건이 소규모 임대와 다릅

니다. 신규 대규모 임대 벌채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산림조사보고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관리 계획 준비와 같은 답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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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되는 국유림 답사 허가증(SFEP)을 보유해야합니다. SFEP는 제한적인 

벌채는 허용되지만 완전한 상업 벌채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TSA 또는 WCL 허가증은 관리 계획서 등의 지정 문서를 승인한 후 발행

되며, 최초 허가를 위해서는 유효 SFEP도 필요합니다. 

SFP(국유림허가)는 소규모 임대권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허가는 2년 동안 

유효하며 8,094 헥타르 미만의 지역에서 발급됩니다. 이러한 허가는 소규

모 사업자에게 발급하며 지역사회 기반 협회에도 발급 확대되는 추세입니

다. 

세금 및 수수료 

• 입방 미터당 지불하는 사용료. 4가지 종마다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 연간 토지 사용료

• 원목 수출에 대한 수출 수수료. 두 가지 분류표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수수료는 다양한 허가 및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목재 벌채 활동 

TSA 또는 WCL 임대  계약을 보유한 사람은 3-5년 산림 관리 계획(FMP)

과 연간 운영 계획 (AOP)을 준비해야하며, 이를 벌채하기 전에 GFC가 검

토합니다. 5년 FMP를 준비하려면 '관리 단계 산림조사보고서'(<1 % 표본 

추출 강도)가 필요합니다. AOP 준비를 위해 TSA 및 WCL 보유자는 연간 

운영 계획과 함께 운영 연도에 벌채 예정 제시한 모든 구역에 대해 100% 

사전 벌채 준비 정보(수량 지도 및 데이터 시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GFC

는 최종 승인을 하기 전에 산림조사보고서 정보의 2.5% 검증 실행을 수행

합니다. 검증 실행의 권고 사항에 따라, 벌채 활동 개시를 위한 승인서가 

작성되어 관련 회사로 송부됩니다. 구역 승인서는 AAC(연간 허용 벌채량)

및 산림조사 보고서량보다 낮은 수량으로 MAC(최대 허용 벌채량)를 고려

하여, 벌채 예상 구역을 명시하고 각 구역에 대한 MAC을 지정하여 작성

됩니다. AAC는 60년 벌채주기로 최대 20m³/ha로 설정하거나 25년 주기

로 8.33m³/ha로 지정합니다. 구역 승인서는 모니터링 및 제출/참조 목적

으로 GFC내의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원목 추적 태그 지정량도 

MAC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운영업체의 연간 지정량은 MAC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관련 벌채량이 산출될 입목 수, 계산된 나무 수와 같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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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행할 태그 수를 나타냅니다. 각 운영기관은 해당 작업에 지정된 고

유 번호 순서로 인식되며,  태그는 대규모 임대의 경우에만 특정 구역에

서 사용되도록 순서대로 발행됩니다. GFC는 임대  규모와 이전 벌채 기

록에 따라 소규모 임대권보유자에 대한 원목 부여량을 정의합니다. 아메

리카 인디언 마을과 사유지에 대한 사전 벌채 전 산림조사 또는 그루터기 

태그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목, 목재, 말뚝, 기둥 및 기둥을 포함하여 모든 목재에 태그 표시를 해

야 합니다. 산림 내에서 원목을 가공하는 경우(전기 톱 또는 이동식 설비

를 사용) 목재의 운송및 운송에는 '운송허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해당 원

목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목재에 태그를 부착합니다. 

산림 벌채 및 운송의 경우, 모니터링은 기지국 차원, 임대 차원에서 실행

되며 GFC의 내부 감사 부서 및 감독 직원이 임의 모니터링을 하여 보완

합니다. 대규모 임대가 이루어질 때마다 산림담당관들이 상주하여 모든 

모니터링 및 합법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

다. 위반이 발생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 및 절차 

위반에 대한 GFC의 표준 절차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요건(예 : 근로자 등록, 계약, 

건강 및 안전 요건, PPE, 교육 요건, 보험, 노조)은 원칙적으로 사회 보장

부 및 이와 유사한 부처/정부 기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필수 요건은 ‘시행지침(Code of Practice)'으로 처리되며 타 정부 기관 및 

부처 내부에는 관련 시행지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FC 담당자가 효

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 3자의 권리

아메리카 원주민 법령 2006에 따르면, 아메리카 원주민 마을 또는 아메리

카 원주민 사회가 합법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소유하고, 관련 토지에 대

하여 갖고 있는 정신적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모

든 국유림과 관련하여,  아메리카 원주민은 전통적 거주권 또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GFC가 마을 토지와 인접한 국유림과 관련하여 허가, 임

대 , 라이센스, 목재 판매 계약 또는 기타 허가를 발행하려는 경우, G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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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역 및 운송

대규모/소규모 임대에서 목재 제품을 제거하려면 관련 생산 기록을 첨부

한 운송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빌리지 구역 토지의  경계 

내에서 상업적 벌채를 원하는 아메리카 인디언 빌리지는 운송 허가 대신 

사유 재산 운송 신고서를 통하여 목재 제품을 운송합니다. 

2차 운송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국유림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송 허가를 GFC에 양도한 뒤, 목재 제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환적 허가. b) 임산품 운송을 위하여 운송 허가가 

여러 번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운송허가서. 사용료 지불을 위해 운송허가

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합니다. 운송 허가서는 운송 허가와 관련이 있을 

때만 발행하여야 합니다. c)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송 허가를 GFC에 양도

한 뒤 목재 제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판매 장부. d) 압수된 임

산물/품목의 반출/운송에 사용되는 문서인 통관 패스. 압수된 목재 제품의 

부적합 사항이 해결된 후 목재 제품을 공급망에 재입고시키기 위한 문서.  

모든 운영 제재소, 목재 가공 작업, 제재소 및 목재 딜러는 GFC로부터 매

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므로 GFC가 정한 산림 합법성 요구 사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제재소 또는 적재장에 들어가는 모든 목재 제품에 대한 관

련 정보는 운송 문서 유형(예: 운송 허가, 사유 재산 신고, 판매 명세서) 

및 번호, 출처, 종, 생산 유형 및 수량을 기록하는‘제재소/적재장 수령/구

매/ 공급 등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가공된 모든 목재 제품에 대한 관련 

정보는 제재목 및 생산목재 반환서 또는 제재목 및 생산목재 반환서에 기

록해야 합니다. 제재목 판매는 목재 제품 판매 양식에 기록해야 하며 월

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매자마다 판매장을 발행해야 하고 송장번호를 

목재판매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가이아나에서 임산물을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먼저“산림 생산 수출 신

청”양식과“목재 마케팅 증명서”(TMC)를 작성하여 임산물 수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출할 목재 제품은 GFC 인증을 받은 특별 심사관이 등급

을 매겨야 합니다. GFC가 TMC 신청서를 받고 농산물 등급이 매겨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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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을 받으면 이번에는 GFC 등급 심사관이 특별 심사관이 지정한 등급

을 100% 검증합니다. 임산물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GFC 등급 

심사관의 통과를 받으면 TMC가 수출업체에게 발급되며 수출업체는 수출 

증명서(E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EC는 수출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GFC에서 이미 검사 및 인증된 제품을 위한 것입니다. 상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수출업체 또는 대리인은 세관 신고서(양식 C72)를 작성하여 제출하

고 GFC의 날인을 받습니다. 수출 수수료를 내야할 경우 수출업체가 수출 

수수료를 GFC에 지불하면, 수출업체는 승인된 모든 문서(세관 신고서, 수

출 증명서 및 상업 송장)를 세무 당국의 관세, 소비세 및 무역 운영 

(CETO)부서로 전달합니다.

CITES 첨부 III에 나열된 붉은(스페인)삼나무(Cedrela odorata)의 수출 원목, 

목재 또는 베니어 시트에는 CITES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CITES에 

등재된 동‧식물 또는 해양 표본을 수입, 수출, 재수출 또는 도입하려면,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CITES 관리 기관인 야생 동물 보존 및 관리

위원회에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문서

아래에 나열된 주요 문서는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법적 근거를 입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의 전

체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벌채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대규모/소규모 산림 임대 계약 유효문서 (FCA)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FSO에 다음을 허용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a) 

국유림의 특정 구역 출입 및 점유(b) 해당 지역에서 특

정 종류와 수량의 임산물을 벌채 및 취득(c) 임대지역

에서 기타 특정 산림 운영작업이나 산림 보존 작업을 

수행 (d) (a), (b) 또는 (c)항에 명시된 활동이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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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림의 다른 지역에

서 특정 운영을 수행. 2009 산림법  6조 및 8조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연간 운영 계획 승인서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이 문서는 연간 벌채권이 승인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구역 승인서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구역승인서는 MAC(최대 허용 벌채량)를 고려한 후 작

성됩니다. MAC는 AAC(연간 허용 벌채량)및 산림조사 

보고서량보다 낮습니다. 벌채할 구역의 총 MAC을 기준

으로 태그가 발행됩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운송 허가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국유림 지역에서 임산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운송 

서류로써, TSA(목재 판매 계약), WCL(목재 벌채 임대) 

또는 SFP(국유림허가)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이

아나 산림위원회(GFC)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용

하는 법률 송장 문서입니다. SFP 운송 허가는 또한 

‘농업 임대 및 광업 허가 구역’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국유지에서 임산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판매 

지점 및/또는 처리 시설로 운송되기 전, 임대 계약외의 

적재장으로 원목을 운송할 때는 환적 허가를 통해 처리

합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상업 송장

특정 목재 묶음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준비함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사유 재산 운송 신고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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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 문서는 사유지에서 임산물 운송에 사용됩니다(예: 아

메리카 원주민 거주지 및 소유권이 있는 토지)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통관 패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이 문서는 압수된 임산물/품목의 반출/이동에 사용됩니

다. 또한 사유지에서 임산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

도 있으나, 가이아나 산림위원회(GFC) 직원이 상품을 

검증하고 브랜드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환적 허가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이 문서는 사용료 책정이 끝난 임산물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운송 허가는 산림국에 양도됩니

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이동 허가서 

이 문서는 운송 허가와 함께 발행되며 여러 개의 운송 

허가가 필요한 임산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임대에서는 사용료 지불을 위해 운송 허가서로 목재를  

신고하기 전에 원목 시장으로 운송하려면 여러 개의 운

송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부서

별 운영 절차에 따라 승인 후 대규모 임산물을 운송하

는 데 이동허가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운송 허가(Removal Permit)는 적게 발행하고 이동 

허가서(Trip Sheet)를 여러 건 발행하는 것이 실용적입

니다. 이동 허가서는 운송 허가와 관련하여 발행되어야 

하고, 운송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 허가서 자체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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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문서가 아니라 운송 허가서에 연결되는 첨부 문서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매매증서

판매자 

사용료 지불 후 운송 허가가 GFC에 양도되면 매매증서

을 사용하여 목재 제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가공 및 거래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제재소 라이센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목재 가공 작업에 대한 연간 운영 라이센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목재 제품 대리점 또는 적재장라이센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목재 딜러를 위한 연간 운영 라이센스. 제재소 라이센

스는 벌채 라이센스 및 목재 딜러 라이센스 보유자가 

자동으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이 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 제재업자는 벌채 라이센스나 목재 딜러 

라이센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제재소/적재장 생산 기록

제재소/적재장으로 입고되는 모든 목재 제품의 수령/구

매/공급 등록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목재 제품이 제재소/적재장에 입고되면, 목재 제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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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 수령/구매/ 공급 업체의 

제재소/적재장 기록에 명시됩니다. 

 -월, -시설 이름 및 주소- 라이센스 번호 수령일-운송 

문서 날짜 및 수량-수종-목재 제품의 수량-목재 제품의 

원산지-배송 차량 번호-공급 업체명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제재목 및 생산목 양식 또는

생산 제재목 반환 또는 월간 적재장 반환양식(제재소)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목재 제품을 가공할 때 해당 목재 제품과 관련된 관련 

정보는 '목재 제재 및 생산 반환' 또는 '제재목 및 생산

목 반환 양식'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월-시설 이름 및 주소–수종-전월이월 원목 수량-수령

한 원목(조각 및 총량)-총 재고 원목-입고 가공 목재 

(조각 및 총량)-출고 목재(조각 및 총량)-원목 잔고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제재소(적재장)에서 가공된 모든 목재 제품에 대한 월

간 적재장 반환서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목재 제품을 가공할 때 관련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는 

월간 적재장 반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재장명과 위치-수종-이월잔고(총량)-입고량-재고 총 

수량-출고량 -재고 수량 잔고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국내 시장 판매 : 목재 제품 판매 양식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목재 제품이 가공 시설에서 출고될 때 해당 목재 제품

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는 목재 제품 판매 양

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시설명 및 주소-라이센스 번호-판매 날짜-제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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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재 제품인 경우 수량-송장 번호-GFC 추적 번호 

(해당되는 경우)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매매증서

판매자 

사용료가 지불되고 운송 허가가 GFC에 양도되면 매매

증서를 사용하여 목재 제품을 운송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유효한 주요 전환 공장 연간 운영 라이센스(제재소, 합

판 공장 등), 목재 제품 딜러, 적재장 또는 산림 임대 

계약서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벌채, 목재 가공 또는 목재 거래 작업을 위한 연간 운

영 라이센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목재 수출 증명서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가이아나에서 임산물 수출을 원하는 수출업체는 먼저 "

산림 생산 수출 신청 양식" 및 "목재 마케팅 인증서

(TMC)"를 작성하여 임산물 수출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

출할 목재 제품은 GFC인증을 받은 특별 심사관이 등급

을 매겨야 합니다. GFC가 TMC 신청서를 수령하고 임

산물 등급 선정 통보를 받으면, GFC 등급 심사관은 특

별 심사관이 지정한 등급을 100% 검증합니다. 임산물이 

필수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GFC 등급 심사관이 판정

하면 TMC가 수출업체에게 발급되며 수출업체는 수출 

증명서 (E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C는 수출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GFC에서 이미 검사 및 인증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세관 신고서 (양식 C72)

세무 당국의 관세, 소비 및 무역 운영(CETO)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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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수출업체 또는 대리인은 GFC

날인이 있는 세관 신고서(양식 C72)를 제출해야  합니

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상업 송장

판매자

특정 목재 묶음을 다루는 판매 당사자가 준비합니다. 

상업 송장에는 선적품의 상업 가치 및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이 명시됩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CITES 원산지 증명서

야생 동물 보존 및 관리위원회

CITES에 등재된 종은 1996년 환경 보호법의 부속조항

인 ‘1999 수종 보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

고 있습니다. 법 제 I, II, III 또는 IV항에 규정된 동물, 

식물 또는 해상 표본을 수입, 수출, 재수출 또는 도입을 

제안하는 자는 관련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서 또는 

인증서 및 관리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문서(있는 

경우)를 신청해야합니다. 야생 동물 보존 및 관리위원회

는 가이아나의 CITES 관리 기관입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목재 수출 증명서 제출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GFC는 수출 증명서, 세관 신고서 및 상업 송장을 승인

(날인)합니다. 수출업체는 농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GFC

에 수출 수수료를 지불한 뒤, 승인된 모든 문서(세관 신

고서, 수출 증명서 및 상업 송장)를 세무국 CETO(관세, 

소비세 및 무역 운영)부서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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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및 부여량

가이아나는 목재 수출에 대한 특정 금지 또는 제한은 없지만 원목 수출은 

줄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조를 장려하면서 국가 원목 수출 정책을 시

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종 유형(사용료 등급)을 기준으로 원목 수출에 대

한 차별화된 수출 수수료 체계를 규정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

대권보유자는 본인에게 부여된 임대계약에서 산출된 원목만 수출할 수 있

습니다. 수출 수수료의 점진적인 증가(현재 최대20%)가 적용됩니다. 2016

년에서 2020년까지 국가 원목 수출 정책에서 여러 종(퍼플 하트, 로커스

트, 크랩 우드, 적삼목, 와시바, 레터 우드 및 스네이크 우드)에 대한 원목 

수출 금지 조치가 최근 제안되었습니다.

CITES 및 보호종

가이아나에는 CITES 첨부II에 등재된 나무 두 종이 있습니다.

• 브라질 자단목(Aniba rosaeodora). CITES 등재는 원목, 제재목, 베니어시

트, 합판 및 추출물에 적용됩니다. 향료를 포함한 성분과 같은 추출물을 

함유한 완제품은 이 맥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큰잎 마호가니 (Swietenia macrophylla). CITES 등재는 원목, 목재, 베니

어시트 및 합판에 적용됩니다.

CITES 첨부 III에 나열된 가이아나의 나무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

• 빨간 삼목 (상품명 : 스페인 삼나무) (Cedrela odorata). 이 종의 원목, 

목재 및 베니어판을 수출하려면 CITES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에는 일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마사란두바(Manilkara bidentata)의 Bulletwood는 GFC가 사례별로 허가

를 하고 있지만 산림법에 따라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가치로 보호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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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우드(Carapa spp.)와 로커스트(Hymenaea spp.)는 원목 또는 거친 

제재목 형태로 수출하기 위해서 현지 부가가치 분야에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수 조건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목 또는 거친 제재 형태

로 수출하려면 정부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제시 가격에 현지의 관심 표현

이 없다면 제시 가격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합법 목재에 대한 국가 조치 

가이아나는 EU와 VPA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2012년 12월에 시작

되었으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이아나는 합법성, 지리적 위치 및 산림 

운영 규모를 추적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 출처를 확인하

고 국유림 내 벌채 수위를 관리하는 목재 추적 시스템을 2000년에 이미 

도입했습니다.

가이아나 EU FLEGT VPA(자발적 파트너십 계약)의 준비 및 협상 로드맵

은 국가 간 합의, 양자 협상, 비준 및 이행의 4 단계로 분류됩니다. 현재 

가이아나는 2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 3월 4차 가이아나 EU협상 세션이 

열렸고, 가이아나 VPA 첨부조항 초안에 대한 현장 테스트가 2017년 6월 

가이아나에서 실시되었습니다. VPA 첨부의 현장 테스트는 중요한 단계로

써 자발적 파트너십 계약 (VPA) 협상 과정과 자발적 파트너십 계약을 개

시하기 전에 먼저 진행됩니다. VPA 합법성의 실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

가하고, 산림 부문 운영자가 가이아나 목재 합법성 보증시스템(GTLAS)에 

명시된 것과 같이 법적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 정부 역량 

및 자원이 적합한지 평가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GTLAS는 VPA의 핵심 요

소이며 가이아나의 산림 부문에서 목재 제품의 추적성을 포함한 법적 준

수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기존 합법 목재 정의 및 GTLAS가 VPA 요구 사

항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일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중에는 예를 들어 실

행 규정의 법적 지위 및 새로운 산림 규정 초안의 특정 변경 문제가 있으

며, 현재 공보 발표중입니다. 

합법 목재 정의에는 특정 조건이 포함되며, 환경 승인(환경 보호 기관), 

세금 요구 사항 준수 (국세청),국가 보험 및 사회 보장 제도 준수(국민 보

험위원회), 산업 안전 보건법 및 기타 노동법 준수(사회 보장부)등 가이아

나 산림위원회의 소관 하에 있지 않은 검증기관이 포함됩니다. 합법성 정

의 및 공급망 관리에 관련된 기타 부처 및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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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업무부, 가이아나 토지 및 조사위원회, 가이아나 지질학 및 광산위원

회. 야생 생물 보존 및 관리위원회, 증서 및 상업 등록 기관, 공제회 등록

위, 협동 조합부, 증서 등록위, 토지 등록위, 국가 식물 보호기구, 공공 인

프라부 및 대통령 부. 

이 모든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은 FSO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을 지며, FSO의 전자 데이터 파일을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해 중앙 관

리 정보 시스템 장치에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VPA는 2018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3자 인증

가이아나에는 FSC 인증 숲 운영이 하나 있습니다(FSC, 2018). 즉,  

Iwokrama 국제 우림 보존 및 개발 센터로 371,680헥타르에 달합니다. FSC 

COC 인증 운영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또한 10만 헥타르 이상을 다루는 법적 준수 확인 (RA-Cert) 인증서가 있

습니다. 

PEFC 국가 표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PEFC 인증 산림 운영 또는 공급망

이 없습니다.

정보 출처

• CITES 데이터베이스

• EU FLEGT제도: 가이아나.

•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2012) 목재 가공 시설 실행 규칙 (버전 2) – 제재

소 및 적재장

•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2013) 목재 판매 계약 및 목재 벌채 면허 소지자

에 대한 산림 운영 실무 강령(제 3 판).

•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2013) 국가 목재 추적 시스템 (버전 3.0)

•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2018) 국유림 허가를 위한 산림 운영 지침–목재 

판매 계약, 목재 벌채 면허 소지자, 국유림 답사 허가(SFA-TSA, WCL, 

SFEP)

• 가이아나 산림위원회 (2018) 국유림 허가를 위한 산림 운영 지침-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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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SFA-SFP)

• 산림 관리위원회 (2018) 실태와 숫자 2018년 7월

• TFT-지구. 목재 합법성 국가 가이드: 가이아나

최초 게시 날짜: 2016년 1월 7일

최종 업데이트: 2018년 9월 28일

부패 인식 지수 : 38

38%

국가의 점수는 0(매우 부패)에서 100(매우 청렴)까지로 공공 부문 부패 인

식수준을 나타냅니다. 

출처 : 국제 투명성기구(http://www.transparency.org)               

              

목재 무역 포털은 ITTO(국제열대목재기관), STTC (유럽 지속가

능 열대목재연합), FFEM (세계환경을 위한 프랑스펀드) 및 유

럽 연합 (EU)의 재정 지원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