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벨라루스공화국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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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서, 임업허가서 [중앙정부 산하의 지방 산림조직〕

첨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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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만 1천 5백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산림 857만 4천 4백ha가 FS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BSCA 인증서(Belarusian Association of Forest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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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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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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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첨부1. 벌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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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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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임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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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공화국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벨라루스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벨라루스 헌법 제13조에 의거, 산림은 국가의 독점적 자산입니다.

· 벨라루스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벨라루스 산림법에 의거,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의의와 위치, 그 기능에 따라 

산림은 자연보호림, 휴양림, 보존림, 경영림으로 분류됩니다.

· 벨라루스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산림자원 증대와 산림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은 국가 원수와 정부가 결정합니

다.

산림의 이용, 재생산, 보호 및 보존, 임업 관리 규정 개발, 산림자원의 합리적 개

발은 벨라루스 산림부가 실시합니다.

벨라루스산림기금은 기금의 합리적 이용, 보호, 보존 및 산림 재생산을 목적으로 

7개 부처(산림부, 국방부, 비상사태부, 교육부, 대통령실, 국립과학아카데미, 지방

관할‧집행기관)의 118개 산림 시설에 양도되었습니다.

벨라루스산림기금의 대주주는 산림부입니다. 기금의 88%가 산림부 기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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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벨라루스공화국 산림부

str. Myasnikov 39, 220048, Minsk

tel. (+375 17)200 46 01, fax. (+375 17)200 44 97

e-mail: mlh@mlh.gov.by

www.mlh.gov.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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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벨라루스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 벨라루스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

항은 무엇입니까?

· 벨라루스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벨라루스 산림법 22조에 의거, 임업을 담당하는 법인은 산림의 벌목(간벌 제

외1)), 2등급 산림자원 조성, 부수적 산림 경영 시 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기

반으로 벌목, 2등급 산림자원 조성, 부수적 산림 경영이 실시됩니다.

벨라루스 산림법 제39조에 의거, 허가 서류2)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됩니다.

  1.1. 산림 벌목 – 벌채허가서(logging permit)

  1.2. 벨라루스 국민이 실시하는 50㎥ 이하 목재의 벌목 – 명령서(order)

  1.3. 송진 공급, 2등급 산림자원 공급, 부수적 산림 경영 – 임업허가서(forest permit)

벌채허가서와 임업허가서를 통해 제작된 목재제품을 기술지도에 명시된 중간 창

고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통해 벨라루스 국민에 의해 생산된 목재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간벌은 허가 없이 실행됨
2) 중앙정부 산하의 지방 산림조직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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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벨라루스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

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벨라루스에서는 국제산림인증시스템인 PEFC와 FSC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벨라루스 산림인증시스템은 PEFC 위원회의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벨라

루스 산림인증시스템의 PEFC 위원회로의 승인요청은 벨라루스국립산림인증협회

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인증 업무는 공인기관이자 국영설계‧탐사기업 

Belgiproles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PEFC 기준에 따라 857만 4

천 4백 헥타르의 산림과 100개 공급망이 인증되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FSC 기준에 따른 산림 인증 작업은 회계법인 Nepcon과 SGS

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FSC 기준에 따라 828만 1천 5백 헥타

르의 산림과 121개 공급망이 인증되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양자 협의를 통한 상호 인증은 실

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국가 적합성 인가 체계의 산림인증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

니다.

벨라루스의 산림인증시스템은 PEFC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PEFC 표준에 따른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벨라루스국립인증센터(Belarusian Association of Forest 

Certification, BSCA)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매 3년마다 BSCA에서 인증기관의 재

승인이 실시되며 매년 정기 평가가 실시됩니다. 적합성 인가 또한 주기적으로 

PEFC 위원회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증 유무에 관한 정보는 PEFC, BSCA, FS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5 -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벨라루스에서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

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벨라루스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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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벨라루스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3)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산림부 산하기관들의 잉여 목재제품 수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 내수 시장의 

잉여 소형 목재(통나무, 기술 원자재), 펄프 및 제지용 목재, 목판용 목재

목재제품 수출은 벨라루스 각료회의 2004년 6월 16일 자 시행령 714호 ‘상품거

래소에서의 교역 발전 조치’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에 의해 상

품 목록이 승인되며 해외 판매는 ‘벨라루스 상품거래소’에서만 이뤄지고 있습

니다. 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번호 4403 : 껍질이 제거된 혹은 제거되지 않은 비가공 목재, 변재, 거

칠게 자른 혹은 자르지 않은 목재

  - 분류번호 4407 : 두께 6mm 이상의 목재 중 톱으로 켠 목재 혹은 세로로 자

른 목재, 층층이 쌓은 목재 혹은 껍질을 벗긴 목재, 대패질

한 혹은 대패질하지 않은 목재, 연마한 혹은 연마하지 않

은 목재, 연결 부분이 있는 혹은 없는 목재

  - 분류번호 4401 11 000 9 : 통나무, 장작, 나뭇가지, 장작 다발 혹은 유사한 

형태의 연료용 침엽수 목재 및 기타

  - 분류번호 4401 12 000 9 : 통나무, 장작, 나뭇가지, 장작 다발 혹은 유사한 

형태의 연료용 침엽수 목재 및 기타

2007년 5월 7일 자 벨라루스 대통령령 214호 ‘임업 분야 활동 개선에 관한 일

부 조처’에 의해 승인된 벨라루스 내수 시장에서의 목재 판매 규정 29항에 의

거, 원목, 통나무, 합판의 수출은 벨라루스 대통령의 별도 명시가 없는 한 2016

년 1월 1일부터 허가되지 않습니다.

일부 목재의 내수 시장에서의 부족 방지를 위해 2018년 1월 20일 자 ‘벨라루스

3) 수출의 경우 관리체계가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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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 지역 외부로의 수출 허가와 2012년 2월 

17일 자 벨라루스 각료회의 시행령 156호 개정 도입에 관한 벨라루스 각료회의 

시행령 59’호에 의거, 벨라루스로부터 EAEU 관세 지역 외부로의 수출 허가가 

시행되었습니다.

동 상품들의 EAEU 비회원국가로의 수출 관리를 위해 분류 코드 4403, 4404의 

품목은 반출 물량 제한이 설정되었습니다.

동 조처를 통해 내수 시장의 목재제품 부족을 완화시키고 벨라루스 목가공 기업

들의 원자재 수요를 전면 보장할 것입니다.

 붙임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

채 허가서, 가공 기업 자격, 수출 허가증,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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