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중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4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국영산림기업 및 기관) 벌채허가서 

- (산림경영그룹) 벌채허가서 

- (지역공동경제단체) 벌채허가서

- (개인산림경영자) 벌채허가서

 ※ [발급기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임업부서(‘20.7. 중국 삼림법 개정)]

첨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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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월 기준 산림 96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17.9월 기준 산림 571만ha가 PEF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CFCC 인증서

 (‘17.8월 기준 산림 592만ha가 CFCC 인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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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과의 산림법집

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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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삼림법 개정(’20.7월)으로 기존 운송허가서 인정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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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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벌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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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벌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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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벌채허가서(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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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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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일반 산림 현황

중국의 산림자원(forest resources)은 국가의 소유이며, 법령에 근거한 특정 집단이 소유한 것으

로 인정되는 산림자원은 예외로 합니다. 산림(forest), 임목(forest trees), 임지(forest land)에 대

한 소유 형태로는 국유림(state ownership), 공동체림(collective ownership), 사유림(private forest

ownership) 및 임지이용권(forest land-use righ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목 소유권(forest

tree ownership)과 임지이용권(forest land-use right)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국유림의 면적은 124,000,000 ha 이며, 공동체림의 면적은 186,000,000 ha 으로 각각 40%와 60%

를 차지합니다. 전체 임목의 소유권은 국유림 39%, 공동체림 19%, 사유림 42% 이며, 각각의

축적량(stock volume)은 국유림 63%, 공동체림 15%, 사유림 22%입니다.

표 13. 중국 산림 구분

구 분 소유권 사용권

산림(Forests)
국유(state ownership),

공동체소유(collective ownership)

임지(Forest land)
국유(state ownership),

공동체소유(collective ownership)

개인사용권

(이전 가능)

임목(Forest trees)

국유(state ownership),

공동체소유(collective ownership),

사유(private ownership)(이전가능)

주요 기능(dominant function)에 따라, 산림은 공적기능 산림(공유림, public forest)과 상업용 산림

(commercial forest)으로 구분됩니다. 공적 기능의 산림은 방풍림(shelter forest)과 특수목적림

(special purpose forest)으로 구분되며 상업용 산림(commercial forest)은 용재림(timber

forest), 경제림(economic forest), 연료림(fuel forest)로 구분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표 14. 중국 산림 기능별 현황

구분 면적
(만ha) 세부기능 면적

(만ha)

축적량
(stock
volume)
(만㎥)

법정
보호림
(protected
forests)

공적기능산림
(public
welfare
forests)

116
(56%)

방풍림(shelter
forests)

99.67
(45.61%)

794,800
(54%)

특수목적림
(special-purpose

forest)
16.31

(7.53%)
217,000
(14%)

생산림
(production
forests)

상업용 산림

(commercial
forests)

89.58
(44%)

용재림
(timber forests) 35.17% 460,200

(31%)

경제림
(economic forests) 0.93% NA

연료림
(fuel forests)

10.76% 590
(1%)

주) 국유림(national forest), 임상(forest coverage), 축적(stock volume), 입목축적(standing
stock volume)을 제외한 자료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타이완 지역을 포
함하지 않음

[참고]

출처 :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중국의 산림은 총 208,321,000 ha 로 전체 국토면적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 산림은

원시림(Primary), 기타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조림지(Planted)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원시림(Primary) : 11,632,000 ha(5.6%)

- 기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 117,707,000 ha(56.5%)

- 조림지(Planted) : 78,982,000 ha(37.9%)

이 중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림 : 41,706,000 ha3)

- 보존림 : 10,433,000 ha4)

- 보호림 : 28,097,000 h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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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림경영과 행정사항은 다음의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운영됩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벌채

에 관한 사항은 국가임업국 산림공공안전부(forest public security bureau) 본부(Headquarters

of SFA Forest public security bureau)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임업국 산림공공안전부의 주요 업무

- 산림공공안전관련 업무 안내

- 산림공공안전 정책과 규정 입안

- 산림공공안전경찰의 감독 관리

- 산림공공안전경찰이 파악한 주요 산림관련 법규 위반사항 감독

- 주요 산림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감독

- 야생동식물자원을 파괴하는 범위행위 단속 및 조치

표 15. 중국 산림 관련 기관

국가임업국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지역별 임업부서
(Provincial forestry department)

현급 단위 임업부서
향 단위 산림사무소
(city and country
forestry bureaus and
township forestry
stations

자치구 임업부서
(forestry departments of autonomous
regions)

직할시 임업부서
(municipal forestry department)

산하 임업그룹
(affiliated forest industry groups)

신장건설군단 임업부서
(forestry department of Xinjiang
construction corps)

국가임업국 산하 부서
(SFA departments and bureaus)

산하기관
(affiliated agencies)

1)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4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4)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9,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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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중국은 산림법(Fores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과 동법 시행령(Regu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s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통해 벌채 허가,

벌채의 관리, 감독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국 산림법(Fores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martforest.forestry.gov.cn/cn/tabs/showdetails.aspx?tabid=100122&iid=1868

중국 산림법 시행령(Regu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s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forestry.gov.cn/main/3950/content-459869.html

산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벌채허가서(felling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며

벌채허가의 내용에 따라 벌채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채자의 유형에 따라 벌채

허가에 대한 승인과 벌채 허가서(felling permit)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출처 : http://overseas.mofa.go.kr/cnko/wpge/m_1220/contents.do

중국의 행정구역

ｏ 성(22개) : 화북구(2), 서북구(3), 동북구(3), 화동구(6), 중남구(5), 서남구(3)

ｏ 직할시(4개) : 북경, 천진, 상해, 중경

ｏ 자치구(5개) : 내몽고, 신강위구르, 서장, 광서장족, 영하회족 자치구

ｏ 특별행정구(2개) : 홍콩, 마카오

ｏ 기타

- 주급(총 322개) : 22지구, 30자치주, 5맹, 275시

- 현급(총 2,860개) : 830직할시, 381시, 1,478현, 116자치현, 49기, 3자치기, 1임구

- 향, 진(총 44,822개) : 향과 진은 각각 농촌과 도시의 기초단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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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벌채자 유형별 벌채허가서 발급기관

벌채자 유형 벌채허가서 발급기관

국영 산림 기업 및 기관

(State-owned forest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현급(County level) 이상의 산림관련기관

산림경영그룹

(Forest management groups)

산림사용권(forest use right) 보유자에 따라 해당 현 또는

향 단위 산림관련기관

지역 공동경제단체

(Rural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s)

현급(County level) 이상의 산림관련기관

개인 산림 경영자

(Individual forest managers)

현급(County level) 이상의 산림관련기관

단, 계약에 의한 경우 별도의 벌채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며 계

약사항에 따라 자원 이용(벌채한도 명시)

또한, 산림법(Forest Law) 시행규칙(Implementation rules)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

니다.

- 국영 임장(forest farm)에서 벌채하는 경우, 해당 임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장하는 현 단위

자치정부의 산림관련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및 확인 후 벌채허가를 발급하여야 합니

다.

- 국영 산림 기업과 기관(State-owned forestry enterprises and institutions)에서 벌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관장하고 중앙정부 산하 조직인 산림관련기관에

서 해당 사안을 조사, 확인 후 벌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주요 산림지역(forest area)에서 국영 산림 기업과 기관(State-owned forestry enterprises

and institutions)이 벌채하는 경우, 국무원(state council)의 산림관련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확인 수 벌채 허가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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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허가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벌채 대상 목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하는 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영 산림 기업과 기관(State-owned forest enterprises and institutions)은 벌채지역에 대한

측량, 설계와 관련된 문서와 직전 년도에 실시한 벌채사항에 대한 갱신인증서(certificate of

renewal)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유형(unit)의 경우, 벌채와 관련된 벌채 목적, 위치, 산림 유형, 산림현황, 면적, 벌채량,

벌채 방법, 조림 방법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벌채 위치, 면적, 수종, 벌채 본 수, 벌채량, 조림시기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풍림(shelter forest)과 특수목적림(special-purpose forest)에서는 가꾸고 갱신하는 성격의 벌채

만이 허용됩니다.

* 특수목적림 : 국가방위림(national defense forest), 모수림(mother tree forest), 환경보호림

(environmental protection forest), 풍치림(ornamental forest) 등

유물 수준의 목재, 유적지, 혁명기념지, 천연보호구역(nature reserves) 내 산림과 같은 특수목적

림에서의 벌채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참고]

출처 : www.gov.cn

중국시사문화사전, 이현국, 도서출판 인포차이나

국무원(State Council) : 중앙인민정부로 최고의 국가행정기관,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 등을 집행하고, 전국인민대회와 그 상위원회에 대하여 책임

을 지고 그에 대하여 각종 보고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무원의 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집행을 위한

조치와 행정법규의 제정, 결정과 명령의 공포·시달을 하며 조직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부장, 각위원회주임, 비서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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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중국 정부 제공 자료

그림 4. 중국 벌채허가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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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중국 정부 제공 자료

그림 5. 중국 벌채허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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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중국은 목재자원의 소비량을 제어하며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3단계 목재

자원관리를 위한 인증체계(certificatio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imber resources)를

구축하였습니다.

1. 벌채 허가서(felling permit)

2. 운송 허가서(transport permit)

3. 가공허가서(processing permit)

위의 세 종류의 허가 사항은 일정 지역의 산림에서 벌채, 운송, 가공된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

하며, 합법적 벌채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채허가서(felling permit)는 특정 조건하에서 벌채를 하는 것이 법에 의해 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채허가의 조건을 준수하여 벌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송허가서(transport

permit)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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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중국 정부 제공 자료

그림 6. 중국 운송허가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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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중국 정부 제공 자료

그림 7. 중국 운송허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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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체는 법인으로

등록한 후 법인사업면허(Corporate Business License)를 취득해야 해당 법인의 합법적인 권리

와 사업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업체등록관리 규정(Regulations 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dministration of Corporate Registration) 제3조에 근거하

여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분야의 사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Forest Law) 제34조에 근거하여 목재의 가공

을 포함한 목재관련 사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현급(County level) 단위 이상의 산림관련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공을 포함한 산림 내에서의 목재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목재가공허가(processing permit)를 취득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China Document Guide, p57,

http://sandbox.nepcon.net/library/guide/china-timber-document-guide

그림 8. 중국 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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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허가(processing permit)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민사상 채무를 부담한다.

- 등기자본금(registered capital)과 관련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한다.

- 일정한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춘다.

- 사업규모에 적합한 수의 직원을 고용한다.

- 안정적 조직구조, 재무체계와 기타 사업관리체계를 수립한다.

목재가공허가(processing permit)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보고서(application report)와 신청서(application form)

- 등기자본금 증명서

- 임지사용권 증명서

- 법인증명서

- 기록원(marker) 고용계약서

- 기타 관련서류

현(County) 단위 이상의 산림관련기관은 제출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목재가공허가(processing permit)를 발급합니다. 필요시 목재가공허가(processing permit)의 제

시를 요구하여 목재합법성(legality of timber)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장

(invoice), 신용거래(accounts)사항을 목재합법성(legality of timber)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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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중국 정부 제공 자료

그림 9. 중국 목재가공허가서(1)

[참고]

출처 : 산업계 제공 자료

그림 10. 중국 목재가공허가서(2)



- 15 -

중국에서 수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는 유효하게 발급된 중국

의 수출허가서(export permi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중국 정부 제공 자료

그림 11. 중국 수출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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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련 법률로는 관세법(Customs Law)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2747/info3420.htm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출에 대한 행정절차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절차와 그 외 절차로 구분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

로 관리됩니다.

- 1단계 : 송하인 또는 위탁자(consignor)는 수출화물이 세관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선적시간

으로부터 24시간 전에 해당 내역을 세관에 신고합니다.

- 2단계 : 수출업자는 입/출 검사 및 검역기관의 수출품 세관통관을 신청합니다.

- 3단계 : 수출업자는 통관을 위한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 계약서(sales contract)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적하목록(manifes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수출입인증서(certificate of import and export)

* 세관이 요구하는 가공업매뉴얼(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기타 수출입 관련 문서

- 4단계 : 검사 후 세관은 관세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의 절차로 관리됩니다. CITES 관리를 위해 수출업자

는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소(Endangered Species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Office)가 발급

하는 수출입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단계 : 수출업자는 필요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사항은 멸종위기종 수출

입관리사무소 및 해당 사무소의 지역사무소가 관련 자료를 검토, 확인 후 수출입인

증을 발급합니다.

* 국외 CITES 당국이 발급한 CITES 수출허가증

* 수출입인증신청서

* 국무원의 야생동식물 담당부서가 발급한 수출입허가증

* 수출입계약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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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된 야생동식물 및 이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이 승인한 수출입

인증서 및 세관신고서 사본

* 수입된 야생동식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생산 및 가공과 관련된 생산

계획 및 지침서

* 가공업의 형태로 수입된 야생동식물 및 가공하여 얻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이 요구

하는 가공업매뉴얼(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 3단계 : 수출업자가 수출입인증서와 기타 요구되는 자료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 4단계 : 검사 후 세관은 관세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중국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행정 절차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절차와 그 외 절차로 구분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1단계 : 수입물품 도착시 세관은 전자정보를 통해 물품을 확인합니다.

- 2단계 : 수입업자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 입/출 검사 시 제시하고 검역기관(quarantine

institution)은 수입물품(entry commodities)의 통관(customs clearance)을 신청합니다.

- 3단계 : 수입업자는 통관절차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 통관서류(customs clearance bill)

* 세관신고서

*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출국에서 발급된 검사 및 검역인증서

* 수종 학명(Latin nam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송장(invoice)

* 계약서(sales contract)

* 소독증명서(fumigation certificate)

- 4단계 :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 5단계 : 세관검사부서에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에 따라 수입물품을 검사

합니다.

- 6단계 : 검사 후 세관검사부서에서 세관신고서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 18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의 절차로 관리됩니다. 수입업자는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

사무소(Endangered Species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Office)가 발급하는 수출입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단계 : 수입업자는 수출입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요구됩니다.

* 국외 CITES 당국이 발급한 CITES 수출허가증

* 수출입인증신청서

* 국무원의 야생동식물 담당부서가 발급한 수출입허가증

* 수출입계약서

* 신분증

- 2단계 :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 및 해당 사무소의 지역사무소는 제출 자료를 검토, 확인

후 수출입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3단계 : 수출입인증 및 기타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수입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4단계 : 관련 서류의 검토가 완료되면 세관신고서에 통관 도장을 날인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중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산림

관리협의회 관리위원회(FSC Management Committee)가 승인한 제3자 인증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FSC 산림경영인증(FM)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993,790 ha이며, 5,200개 이상의 기업이

임산물제품인증(CoC)을 취득하였습니다.(2017.8월 기준)

[참고]

출처 : memberportal.fsc.org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963,174 ha이며 CoC 인증은

5,529 건입니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사항은 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

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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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3호)

중국은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국제산림인증제도와 상호

인정되는 중국산림인증위원회(Chin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CFCC)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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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로부터 산림경영인증(FM)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5,926,019 ha 이며,

289개 이상의 기업이 임산물제품인증(CoC)을 취득하였습니다. (2017.8월 기준)

< CFCC 인증 마크 >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Tian He

- 소속 : Headquarters of SFA Forest Public Security Bureau

- 전화번호 : +86-10-84239136

- e-mail : th5145@163.com

- website : http://www.forestry.gov.cn/portal/slga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5,709,026 ha이며 CoC 인증은 289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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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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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