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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o 니카라과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
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니카라과>의 소유권 별 산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 사유림
2. 원주민과 아프리카후손의 공동체 토지의 산림
2017 REDD+ 산림 황폐화 방지 국가전략과 법률 및 공공정책의 관계 분석에 의
하면 리오 산후안 남부 카리브 자치 해안가 지역과 카리브 북부 자치 해안가 지
역은 토지의 54%가 공동체 소유이며, 사유지는 46%입니다.

o 니카라과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니카라과에는 총 3.9백만 헥타르의 산림이 있습니다. 그 중 54%는 보호 산
림(보호지역)이며 46%는 생산 가능한 산림입니다. 산림은 다음과 같이 분
류됩니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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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ETER-MARENA-ENDE/RED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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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니카라과의 산림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제
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산림관리 기관은 INAFOR(Instituto Nacional Forestal, 국가산림원)이며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법률 290호를 부분 개정
하는 법률 947호 행정부의 조직, 권한 및 절차;

법률 462호 산림 보존, 촉

진 및 개발; 그리고 법률 862호 농축산 보호 및 위생원 설립 (Gaceta 87호,
2017년 5월 11일)
환경·천연자원부 MARENA(Ministerio del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yrales)는 보호구역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천연자원국과 각
지역 국토관리기관들과 함께 목재의 사용과 활용을 규제합니다.
불법벌채와 관련된 상교역 억제 활동은 정부기관인 MARENA, 국가경찰,
니카라과 육군, 국가산림원, 지방정부, 시정부, 공화국 검찰청, 검찰입니다.

담당 연락처:
MARENA: María José Corea Pérez
mcorea@marena.gob.ni 전화번호: 22631273

담당 연락처:
INAFOR: Fanny Sumaya Castillo Lara
sumaya.castillo@inafor.gob.ni 전화번호 223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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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관련 사항
o 니카라과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벌채 금지 지역 및 보호 수종 포함
INAFOR은 법률 947호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290호를 부분 개정하는 법률 947호 행정부의 조직, 권한 및 절차; 법률 462
호 산림분야 보존, 촉진 및 개발; 그리고 법률 862호 농축산 보호 및 위생원 설
립. 7, 41조

법률 462호 산림분야 보존, 촉진 및 개발. 12, 14, 21 및 22조

법률 585호 산림자원 벌목, 활용 및 교역 1, 2, 3, 6조항 -법령 11-2016으로 발
효되었으며 2016년 7월 1일 Gaceta 123호에 공포되었습니다.
수종: 큰잎마호가니(Swietenia macrophylla), 스페인삼나무(Cedrela odorata), 파키
라(Pachira quinata), 케이폭나무(Ceiba pentandra), 망그로브

MARENA 보호 구역일 경우 법률 217호 – 17, 21, 22조-와 관련 개정 규정,
Gaceta Diario Oficial 105호, 2014년 6월 6일

법령 01-2007 77, 78, 80조- 니카라과 보호구역 규정 (Reglamento de áreas
protegidas de Nicaragua), Gaceta Diario Oficial 2007 1월 8일에 공포

법령 20-2017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허가와 승인에 대한 환경평가
제도(Sistema de evaluación ambiental de permisos y autorizaciones para el uso
sostenible de recursos natur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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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산림 수종 국제교역을 위한 허가(Permisos paa el comercio internacional
de especies forestales) 92조항.

니카라과 법률과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규제되는
수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명

학명

Caoba

Swietenia macrophylla

Cedro Real

Cedrela odorata

Granadillo

Dalbergia tucurensis

Nambar

Dalbergia retusa

Almendro de Montana

Dipterix panamensis

Guayacan

Guaiacum spp.

Coyote

Platymiscium pinnatum

o 니카라과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
은 무엇입니까?

행정 규정:
행정결정 DE 11-2015 INAFOR: 지속 가능한 농림 시스템과, 활엽수 숲과 소나무
숲 관리에 대한 행정을 규정합니다.

행정결정 DE 03-2016: 고시 DE 11-2015의 IX장을 개정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
림 시스템과, 활엽수림과 소나무 숲 관리행정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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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4-2017 INAFOR: 산림 조림지 설립 및 등록과 산림 계획에 의한 원목과
가공 목재의 활용, 운송 및 교역을 위한 행정 규정입니다.

보호구역에 위치한 산림을 위한 법령 20-2017: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허가와 승인에 대한 환경평가제도 제 10 장 보호구역에서의 보존 관리를
위한 계획의 허가. 45, 46조항.

11장 보호구역 산림 (위생)보호 계획 허가. 81, 82 조항

o 니카라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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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 허가

다음으로 확인 가능함:
- 운송 허가
- 원목 송장(送狀)
- 가공목재 송장
- 산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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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서들은 산림 추적 실행에 관한 행정 절차에 대한 INAFOR 33-2013 고시
에 의한 산림 운영 등록 및 관리 정보 시스템(SIRCOF)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
니다.

문서에 반영된 수치는 시스템 입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기관은 INAFOR의 정보관리과입니다.

담당자:
INAFOR 담당자 정보
Fanny Sumaya Castillo Lara

sumaya.castillo@inafor.gob.ni

전화번호 22330015

보호구역에서는 보존 관리 기획 문서가 있습니다. 법령 20-2017 45, 46조항.
보호구역 산림개발 허가를 발급한 후 운송허가, 원목 송장(送狀)과 가공목재 송
장 절차는 INAFOR의 규정에 따릅니다:

담당자:
MAERENA 담당자 정보: María José Corea Pérez
mcorea@marena.gob.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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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o 니카라과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
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또는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8 INAFOR 정보에 의하면 니카라과에는 FSC와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es) 같은 국제기구들이 인증한 산림 약23,00헥타르가 있습니다.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o 니카라과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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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목재 수출을 위한 산림재원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INAFOR은 기술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 목재원산지의 합법성을 증명합니다.

CITES 조약 별첨에 포함된 수종들의 경우 MARENA가 발급하는 수출허가 증명
은 목재의 원산지를 보장 및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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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된 문서는 INAFOR 산림 추적 실행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
33-2013 산림 운영 정보, 등록 및 관리(Sistema de información, registro y
control de operaciones forestales -SIRCO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o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니카라과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
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니카라과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니카라과는 상기 기재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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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o 니카라과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INAFOR은 Gaceta 123호 2016년 7월 1일에 공표된 11-2016법령으로 발효된 법
제585호의 벌목, 벌채, 및 거래금지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합니다.

DE 13-2015 고시는 임업 운영을 위한 행정 규정을 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천연림에서 발생된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ARENA 권역에 속한 수종들에 대해서는 법령 20-2017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허가와 승인에 대한 환경평가제도에서 규정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
니다.

그리고 1998년 2월 10일 Gaceta Diario Oficial 27호에 공포된 8-98에는

야생동식물 종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INAFOR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 합니다:

고시

DE 03-2016호: 고시 DE 11-2015 IX장(목재수출)을 개정하며 지속가능한

활엽수, 소나무림과 농림 시스템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시 24-2017 INAFOR: 산림 조림지 설립 및 등록과 산림 계획에 의한 원목과
가공 목재의 활용, 운송 및 교역을 위한 행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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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INAFOR이 행정 규정을 준수하여 발급하는 수출을 위한 기술검사 확인서입니다.

이 법적 문서는 CITES 별첨에 포함된 수종들에 해당하는 수출증명 발급을 위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입니까?

문서의 진위여부는 공직자의 서명과 직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
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수입 원자재 확인 방법은 삼림 재원을 뒷받침해야 하는 수입면장의 절차로 합니
다.

집성판, 합판 등 2차 변경된 가공제품의 수출일 경우 CITES 별첨에 포함된 수종
의 수출 허가서로 승인합니다.

o 니카라과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
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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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허가서, 수출허가서,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및 천연자원 법과 개정법 제217, 105호, 2014년 6월 6일, 17, 21, 22조
http://legislacion.asamblea.gob.ni/Normaweb.nsf/($All)/1B5EFB1E58D7618A06257116
00561572?OpenDocument

법령 20-2017: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허가와 승인에 대한 환경평
가제도
http://digesto.asamblea.goc.ni/

법령 8-98:1998년 2월 10일 Gaceta Diario Oficial 27호에 공포된 8-98에는 천연
식물·동물 종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http://digesto.asamblea.gob.ni/

산림관련 법률 모음
http://www.inafor.gob.ni/wp-content/uploads/2017/10/Compedio-Juridico-Forestal.pdf

목재 이력 추적
http://sircoftraza.gob.ni/SIAF/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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