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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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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재]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산림신고서(Fores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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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월 기준 산림 4,575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17.9월 기준 산림 1,287만ha가 PEF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PEFC Russia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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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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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재] 계약신고번호가 명시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세관신고 시 전산시스템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인 계약신고번호를 입력

해야 하며, 세관은 전산시스템에서 목재합법성을 확인함)

 * 전산시스템 : Unified State Automated Information System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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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산림신고서(Forest Declaration)의 예(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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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계약신고번호가 명시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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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2018.8.3.)

러시아 산림의 대부분은 다 국유림이며, 매우 적은 비중으로 지방 소유나 농촌

(협동조합) 소유가 일부 있습니다.

산림의 형태는 보호림, 경제림, 예비림으로 구분됩니다.

산림은 러시아연방 천연자원환경부가 관리하고 연방산림청의 지시를 지역 당국

이 집행합니다.

불법벌채 감시 기능은 연방산림청과 해당 지역 당국에서 합니다.

목재의 가공 및 수출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문서로 계약에 관한 이행신고서1)와

매 계약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벌채된 목재는 산지부터 시작해서 가공, 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산시스템2)에

입력됩니다. 시스템 내에서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벌채, 매

매계약서, 수출계약서를 포함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습

니다.

목재의 유통 과정마다 합법성을 입증하는 시스템에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 매 단

계별로 입력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벌채를 시작할 경우 사업가는 국가 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산지 현황 검사 결과도 보고합니다.

운송 과정에서도 담당자가 운송장에 필요한 정보를 다 기록하는데 교통경찰이

트럭을 세워서 운송장을 확인할 때 이 시스템의 자료와 대조하여 검열합니다.3)

매매 과정에서도 수출을 포함해서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시스템에 입력

1) Forest Declaration : 산림신고서
2) Unified State Automated Information System
3) 불법 벌채 후 밀수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이 주요 길목에서 원목을 실은 차를 다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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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목재 유통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목재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입력합니다. 불법적

인 목재 유통은 법 위반행위로 간주합니다.

활엽수의 가공과 수출에 관한 관리로 참나무, 너도밤나무, 물푸레나무 등은 반드

시 개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수량에 관한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산림신고서의 검사, 결과보고서의 검사는 러시아 연방산림청 기관들이 실행합니

다. 경찰과 산림 관리기관들은 목재 운송과 관련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항상 확

인합니다.

목재계약신고서, 계약에 관한 결과 보고서의 검사는 연방산림청, 연방세관, 지역

당국들이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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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일반 산림 현황

러시아의 산림은 814,931,000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4) 러시아 산림

은 개인소유의 산림은 없으며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원시림(Primary), 기

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조림지(Planted)로 구분됩니다.5)

- 원시림 : 272,718,000 ha (33.5%)

- 기타 천연갱신림 : 522,372,000 ha (64.1%)

- 조림지 : 19,841,000 ha (2.4%)

이 중 생산림, 보존림, 보호림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림 : 415,074,000 ha6)

- 보존림 : 26,511,000 ha7)

- 보호림 : 17,667,000 ha8)

러시아는 산림법(Forest Code)과 원목법(Roundwood Act), 목재 생산 및 운송에 관한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ccount of wood and Transaction)에 따라 산림의 경영, 보

호, 조림, 벌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산림청의 시행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 연

방산림부(Federation Forestry Agency)가 있으며 담당부서로는 산림자원과, 산림산업과, 국가

통합전산시스템 데이터분석·목재유통기록과가 있습니다.9)

4) The Global Resources Assessment 2015(Dest reference), p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The Global Resources Assessment 2015(Dest reference), p4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6)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7)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8)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7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9) www.rosleshoz.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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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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에서 산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지 임대 계약서

-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임지 임대 계약 및 판매 계약서

- 법인의 주정부 등록 증명서

- 개인/기업의 주정부 증빙 서류

산림은 1년∼49년까지 벌채를 목적으로 허가되고 이용 권리를 부여하며 단기간 산림의 수확을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산림청과 합의하에 허가권을 부여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투자 사업에 대한 경쟁 입찰을 감독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목재 판매에 대한

단기 계약을 허가합니다. 매년 약 20,000,000 ㎥ 의 지역 공동체 벌채허가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세부 당국에서는 임업과 관련한 세부 등록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부에서는 관할

권 내에서 허용하는 유효한 사업 허가자인지 감독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충돌이 발행하는

경우 지역 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협의는 법적 지위 또는 법적 명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확인하며

관리 계약 또는 기타 계약 사항에 대한 명확한 관리 권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업에 대

한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가 취득을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 준수

- 유효한 허가서 계약 여부

- 상호 합의 과정 중 명확한 기준,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격을 갖춘 조직에 한하여 수

행 가능

러시아의 합법적 위험 평가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법(러시아 연방 제200-FZ호)

- 산림법에 따른 승인, 개발 지침, 유효일자 및 수정 절차(연방 산림청 제126호)

- 산림 개발 사업의 산림 경영계획 및 개발 절차(연방 산림청 제69호)

- 산림 개발 사업협약에 대한 절차(연방 산림청 제545호)

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목재 벌채 규정은 선택적 벌채, 재조림, 간벌, 목재 운송 및 계절적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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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 사항으로 벌채 지역의 규모, 최소 벌기령, 직경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채 기간 동안 임도 개설, 목재 운반용 교량 건설 등 벌채조건을 고

려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법(러시아 연방 제200-FZ호)

- 산림 개발 프로젝트 사항 및 개발 지침(연방 산림청 제69호)

- 목재 벌채 규칙(연방 산림청 제337호)

-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부 명령사항

산림경영계획은 10년간의 기간을 포함하며 주 산림청 또는 관할 지역 산림 기관의 승인을 필요

로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에는 문화적 조치, 재조림, 화재로부터의 보호, 상업용 벌채량, 기술 등

산림 경영 관련 다양한 측면이 포함됩니다. 상업용 벌채의 경우 산림자원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측

정됩니다.

러시아는 합법적인 벌채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 계획을 발표하고 주 산림청과 기술지도

를 통해 실제 승인된 산림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재 벌채와 관련된 주요 문

서(면적, 종, 용적, 기타 관련 사항)의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러시아는 산림법(Forest Code)제29조10)에 따라 벌채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벌채 금지

수종 및 관목 수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림은 임대권 구매, 국가공고, 공지에 대한

승인을 통해 이용 허가권(1〜49년)을 부여받아 경영할 수 있습니다.11)

벌채를 위해서는 산림법(Forest Code)제72조에 따라 매각 방식을 통해 벌채허가 지역에 대한

장기임대협약(Lease Agreement)을 취득하거나 단기벌채허가(1년 이하) (Forest Licence)를 취

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산림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러시아 연방 정부의 규정 제310호에 근거하여 로열티

및 수량, 품질 및 세부 사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산림면적 임대 계약서와

산림 전용 요금 지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허가 수수료는 산림면적 임대 계약 체결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수수료의 범위는 연간 벌채 허용

량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 후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기타 판매세는 원자재 및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설정되며 이는 러시아 연방 세법

10)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RU/law/6573?astSeq=524
11) http://www.forestlegality.org/risk-tool/country/russian-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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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제146-FZ)에 근거합니다. 산림 부분에서 운영되는 회사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동일한 세

금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18%입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

치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납부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납부 영수증 및 판매세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서 확인합니다.

벌채 회사는 목재 산업구조 측면에서 수익성이 가장 낮으며 수출 지향형 목재 가공회사, 완제

품(가구 등) 등을 생산하는 회사의 수익이 가장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공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목재제품 수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합법적인 벌채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① 현장 검사, ②산림 경영 계획, 산림

선언, 기술지도 검증 ③ 이해관계자 및 직원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벌채된 목재의 운송을 위하여 산림법(Forest Code)제50조에 따라 운송업체는 수종, 수량, 원목

가격, 발송업체, 구입업체의 정보 등이 기재된 운송송장(Transportation Invoice)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러시아 국가 내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별도의 승인절차는 운영되지 않으

며 ‘목재 회계 및 거래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Unified State Automative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합니다.(www.lesegais.ru/open-area)

‘목재 회계 및 거래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은 러시아 연방 산림 규약 제50.6의 제1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연방 정보 시스템으로 러시아 연방산림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벌채, 생산, 유통, 가공관련 업에 종사하는 자는 ‘목재 회계 및 거래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에 회사 정보 및 연간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의 거래 시 계약사항을 시스템에 등록 후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내용은 ‘목재 회계 및 거래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판매자명, 구매

자명, 거래량, 구매자 세금 ID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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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43.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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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44. 통합정보시스템 검색 기능



- 7 -

보호 지역으로 구분된 산림에서의 벌채 등의 활동에 대하여 희귀종, 멸종위기 보호에 대한 사항

을 포함한 국가 조약 및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법(제200-FZ호)

- 러시아 연방 수자원 코드(연방법 FZ-74)

- 산림 개발 사항 및 개발 지침(연방 산림청 제69호)

- 보호지역에 대한 규정(연방법 FZ-33)

- 보호지역에 위치한 산림의 이용, 보호, 재생에 관한 지침(천연 자원부 제181호)

- 보호 지역과 특정 보호 지역에 관한 지역 법률

- 나무, 관목, 기타 산림 식물의 희귀 멸종 위기 종에 관한 규정

- 벌채 허용이 되지 않는 나무 및 관목 종의 목록(연방 산림청 제513호)

- 러시아 연방 데이터(러시아 연방 정부 명령서 제158호)

- 동물 및 식물의 벌채허가 발급에 관한 주정부의 서비스 행정 규정(천연 자원부 장관 명령 123호)

- 지역별 산림자원의 수집 허가에 대한 지역 당국의 관련 규정

- 국립공원 및 환경 구역 경계 지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연방 정부 제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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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55,211 ha이며 CoC 인증은 455 건입니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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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5,382 ha이며 CoC 인증은 30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

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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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3호)

러시아는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국제산림인증제도와

러시아 국가산림인증위원회(Russian National Council of Forestry Certification, RNCFC)를 설

립하고 인증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PEFC인증과 상호 인정을 취득하여 산림경영

인증(FM, Forest Management)과 임산물제품인증(CoC, Chain of Custody) 제도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에는 PEFC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림경영인증서(FM) 또는

임산물제품인증서(CoC)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4호)

러시아 내에서 벌채된 목재와 수입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을 위하여 자치법규

(Regional law no.59-RZ)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업자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방에서 각각 운

송허가서(Transportation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 9 -

[참고]

출처 : 산업계 제공 자료

그림 45. 운송허가서

벌채, 생산, 가공, 유통 시 계약 사항을 ‘목재 회계 및 거래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

도록 하고 있어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내용은 ‘목재 회계 및 거래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에

서 판매자명, 구매자명, 거래량, 구매자 세금 ID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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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46. 수출계약서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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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각 단계별 유통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

니다.

- 송장(Invoice)

- 계약서(Sales Contract)

- 거래명세서(Transaction details)

- CITES Licences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Forest Code 제7장에서는 수출을 위한 계약서 세부 사항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75조에 따라 다음의 문서 등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세부 수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벌채보고서(Logging Report on the forest us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송장(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s)

- 계약서(Sales Contract)

- 검역증명서(Timber Quarantine Certificat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훈증소독증명서(Certificate of fumigation)

- CITES Licences

러시아에서는 불법벌채 방지를 위하여 자치법규(Regional Law) 2859-OZ에 따라 벌채, 보관,

생산, 수출에 관한 인증사항, 공급자의 정보, 수종, 수량 등을 포함한 계약서 등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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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산업계 제공 자료

< 미국 수출시 러시아 업체가 제출한 공급자 등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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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산업계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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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성명 : Igor Razymovskii

- 소속 : Russian Federation Federal Forestry Agency

- 전화번호 : + 7 - 499 - 230 - 86 - 76

- e-mail : razumovskii@rosleshoz.ru

그림 47. 미국 수출시 러시아 업체가 제출한 첨부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