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고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콩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4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조림목 벌채허가(permis de coupe des bois de plantations)

-연간벌채라이센스(annual harvest license)

 * [발급기관 : 산림경제국(Direction Departementale de I’Economie 

Forestiere : DDEF)]

첨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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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003ha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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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 할 수 있는 서류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와 

상호 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 산림인증제

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제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과의 산림법집

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



호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협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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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문서(feuille de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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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한국 산림청에서 요구하

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에 해당서류의 발

급 기관 및 서식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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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목재무역포털(Timber trade portal)

콩고 공화국

합법성 개요 

합법성 체재 

콩고에서 주요 개발 라이센스의 부여는 산림 수자원부 장관령을 통해 입찰로 이루어집

니다. 가장 최근 입찰(2015년 후반에 6건의 임대)은 http://www.mefdd.cg/menu-haut/recrutement/에 

게시되었습니다. 

개발 라이센스는 기업중에서도 거래업체 라이센스와 산림부가 발행한 유효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에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제한된 수량의 임산물을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개발 허가는 콩고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콩고에서 

벌채 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 민간 기업은 콩고 법률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자본을 보유한 벌채 회사는 콩고민에게 주식 자본을 개방해야 합니다.

콩고 법률에 따른 주요 개발/벌채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 운영자가 필수 관리 계획에 따라 산림 관리 부서로부터 연간 종 부여량을 수집할 

수 있는 산업 가공 계약(CTI). 이 허가를 보유한 회사는 원목을 자체 산업 가공 장치

에서 가공해야합니다. 이러한 운영 허가의 유효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 

가능합니다.

• 관리 및 가공 계약(CAT)은 보유자가 관련 산림 경영 단위(FMU)의 개발 계획의 규정에 

따라 상반기 운영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산업 가공 계약과 동일합니다. 이 

운영 허가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수종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이익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갱신됩니다. 마지막 경우 

국가는 손실분에 대하여 보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허가 외에도 콩고 법률상 다음과 같은 개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 국유림 부지의 일부인 조림지에서 나무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조림목 벌채 허가.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벌채량에 따라 결정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가

항력의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허가 (permis spéciaux-PS): 보유자가 기타 임산물을 특정 수량으로 특정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이 허가 보유자는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제한



된 수의 목재 종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 허가는 콩고민 개인, NGO 

및 콩고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기업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특별 허가는 한 달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개발 허가 소지자는 산림 관리 계획을 준비하여 임업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벌

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산림 경제국(DDEF)에 연간 벌채  신청서 파일 (산림 

조사서, 지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림당국이 신청서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연간 벌채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연간 벌채  라이센스를 받은 후에 목재를 벌채할 수 있습니다. 벌채한 나무는 공식 현장 

장부(carnet de chantier)에 기록되며 여기에는 벌채된 개별 원목의 세부 정보가 포함됩

니다. 벌채된 모든 원목은 지방 법원에 회사가 등록한 망치로 회사 식별표시, 해당 관세 

지역 및 벌채 번호가 포함되는 트리 마크를 넣습니다. 동일한 벌채목에서 나오는 모든 

원목에는 동일한 마크와 원목 번호가 있습니다. 숲에서 원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원목 

리스트를 포함한 운송 문서(feuille de route)가 준비되어 원목과 함께 제공됩니다. 원목 

세부 사항은 작업장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원목의 제재소 가공은 임업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가공 시설의 용량은 

시설과 관련하여 회사가 임대한 연간 벌채량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목재 출입고 등

록사항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산림 경제국에서 확인합니다.

수출 기업은 임업부가 서면 승인하고 상무부가 발행한 수출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시  회사는  수출되는 모든  목재  제품의  종 , 품질  및  수량을  자세히 

설명하는 완성된 사양서를 첨부해야합니다. SCPFE (The Service de Contrôle des 
produits forestiers a l’exportation)은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양적‧질적 점검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www.scpfe.cg/index.htm. SCPFE는 수출 증명서(AVE)를 발행합니다. AVE는 신고된 제품 

정보가 확인되었음을 인증하고 제품 수출을 승인합니다. AVE는 수출업자에 의해 콩고 

세관으로 전송되며 수출세 징수를 위한 참조 문서 역할을 합니다. AVE 및 제품 사양은 

수출 제품과 함께 제공됩니다.

산림 거버넌스
벌채 법적 권리
세금 및 수수료
목재 벌채  활동
제 3 자의 권리
무역 및 운송



주요 문서

아래에 나열된 주요 문서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법적 근거를 입증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용가능한 법률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법과 그 시행 규정은 계속 개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말 

이전에 새로운 산림법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벌채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거래 라이센스

무역기관

회사의 합법적 국내 등록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라이센스

임업부

국가 임업 산업의 법적 기관이라는 증거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연간 벌채 라이센스

임업부

수량과 종을 지정하는 연간 벌채용 라이센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트리 마크

지방 법원

지방 법원에 각인모양을 등록한 삼각형 벌채 망치. 등

록 번호는 수자원 산림부에 전달됩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운송 경로 

회사에서 작성하고 원목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나타내는 

원목 운송 문서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원목 사양 

회사에서 준비한 원목 목록. 원목에 사용된 고유 원목 

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원목의 기술 사양을 표시합니다.

가공 및 거래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거래 라이센스

무역기관

회사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금지사항 및 쿼터 

콩고 법률 (2009년 12월 30일 법률 No.14-2009에 의해 개정된 산림법 제180조)은 국가의 

목재 생산의 85% 이상이 국내에서 가공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15%를 초

과하면 종별 품질에 따라 FOB 가격에 35%의 추가 요금이 지불됩니다. 또한, 본 조항 

180조에 따라서, 목재의 85% 이상을 가공한 회사와 85%에 도달하지 않은 회사 간에 

할당량을 이전할 수 있는 국내 쿼터 시장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원목 생산의 85%를 

가공하지 않은 회사는 콩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누락된 할당량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라이센스

임업부

국가의 임업 산업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증거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생산 입력

원목 입고 등록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원목 사양 

제재목 등록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수출 증명서 - AVE

수출 임산물 관리국(SCPFE)

AVE는 신고된 제품 데이터가 확인되었음을 인증하고 

제품 수출을 승인합니다.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운송장

선하 증권, 운송 서류

주요 문서:

법적 기관:

설명:

수출 라이센스

상무부

ao 목재 제품의 수출에 필요. 



CITES 및 보호종

CITES 첨부 II에 열거된 콩고 수종이 있습니다.

• 아프로모시아(Pericopsis elata). 이 CITES 목록은 원목, 제재목 및 베니어판에 적용됩

니다. 콩고의 해당 종 부여량은 2015년 원목과 제재목 6309m3입니다.

• 아프리카 체리 (Prunus africana). 이 CITES 목록은 종자, 포자 및 꽃가루와 멸균 용기에 

담긴 고체 또는 액체 배지로 시험관 내에서 얻은 묘목 또는 조직 배양을 제외한 모든 

나무 부분 및 파생품에 적용됩니다.

합법 목재에 대한 국민 참여

콩고와 EU는 2008년 6월 자발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10년 5월에 

서명되었고 2013년 2월에 비준되었습니다. 비정부기구 펀(Fern)은 리서치를 통해 콩고의 

VPA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는 시민 사회 그룹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VPA가 산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시민 사회 조직의 역량과 참여를 향상시켰으며 

VPA에 대한 참여를 통해 시민 사회 조직이 변화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과 

구조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3자 인증

콩고 삼림 지역 중 비교적 소규모 지역이 자발적 제도로 인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FSC FM 인증으로 2,625,003 헥타르를 관리하고 있고, 자연림, 농장 및 소규모 

저강도 산림경영과 관련한 국가 FSC 표준(FSC-STD-RoC-01-2012)이 개발되었습니다. 

추가 1,696,211 헥타르는 열대우림 연합의 법적준수인증(VLC)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정보 출처

• 기사 : 콩고 공화국의 산림법 (2013 년 10 월)

• CITES 데이터베이스

• FSC 보고서 “사실 및 통계”– 2016 년 7 월

• 산림 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부(산림부):  http://www.mefdd.cg/accueil/

• 목재관련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있어서 유럽 연합에 수출하는 파생 제품에 

관하여 콩고–EU간 자발적 파트너십 계약(VPA)(2011)(FLEGT)

• www.apvflegtcongo.info/
• FLEGT VPA가 거버넌스를 개선합니까? – 브리핑 노트, NGO 펀(FERN); 

  www.fern.org/sites/fern.org/files/impactreportFINAL_LOWRES_0.pdf

• 거버넌스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업계의 자원 추출 모니터링, 법 집행 조사 



  www.rem.org.uk/Reports2.html

• WWF GFTN & TRAFFIC (2012) 임업 운영의 합법성 평가, 목재 가공 및 무역 부속

서-콩고 공화국.

• 산림 합법성 연합 국가 프로필 – 콩고 공화국

• 열대우림연합(2015년 11월)

• www.cabemery.org/2013/10/14/forest-legislation-in-the-republic-of-the-congo/#.V1GA9ClJnIU

부패 인식 지수: 21

21%

국가 점수는 0(매우 부패)에서 100(매우 청렴)까지로 공공 부문 부패 인식 수준을 나타

냅니다.  

출처: 국제 투명성 기구(http://www.transparency.org)               

목재 무역 포털은 ITTO(국제열대목재기관), STTC (유럽 지속가능 열대목재연합), FFEM 

(세계환경을 위한 프랑스펀드) 및 유럽 연합 (EU)의 재정 지원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