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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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채면허(felling licences)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

아일랜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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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C 인증서

 (영국에서 생장하는 목재의 약80%가 FSC 또는 PEFC 인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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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C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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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모든 목재 및 목재 제품은 EU목재규제(EU Timber Regulation)

를 준수해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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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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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의 약 30%는 국유림입니다. 산림의 대부분은 비자생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귀화 수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UN 식량농업기구 (UN FAO)가 정의한 바에 따라 산림 형태를 보고합니다.

· 영국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산림 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www.forestry.gov.uk

·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산림 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www.forestry.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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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영국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

항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벌채 관련 주요 법은 산림법 (Forestry Act)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행정입법의 하나인 벌채 면허(felling licences)를 통해 벌채를 규제할 수 있는 권

리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재 조림 조건에 의거하여 면허를 발행함으로써, 산지

의 감소를 막습니다. 산림 벌채에 불리한 강력한 법적 경향이 있습니다.  

· 영국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산림의 종류 및 산주와 관계없이 모든 벌채는 권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외

적으로, 국유림(약 30%)의 경우는 규제당국이 승인한 산림계획 제도를 따릅니다. 

·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

니까? 

예. 벌채 면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

오. 대규모 산림의 경우, 벌채 면허는 일반적으로 산림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부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정부 기관은 벌채 및 재 조림 제안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정의된 대로,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의한 ‘영국산림기준(UK 

Forestry Standard)’에 명시된 대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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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벌채가 발생할 경우 알 

수 있으며, 문서가 위조된 경우 위조문서 작성자는 신속히 파악됩니다.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러

나 벌채에 대한 통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 아일랜드의 지역/국가 

단위 정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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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영국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국에서 생장하는 목재의 약 80% (모든 국유림 포함)가 독립적으로 국제산림관

리협의회 (FSC) 또는 국제산림인증프로그램 (PEFC)에 인증되어 있습니다.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독립 인증기관이 인증을 수행합니다.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규모 산림 지역에서 관리되는 수림지의 대부분은 인증되어 있으며, 약 48% 정

도를 차지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수림은 규모가 작고 농지에 흩어져 있으며, 대

부분은 전혀 관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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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영국에서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국가인증제도는 없지만, 임산 활동은 영국 산림 기준(UK Forestry Standard)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www.forestry.gov.uk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증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자체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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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영국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벌채 면허 제도와 더불어, 상품화되는 모든 목재는 EU 목재규제 (EU Timber 

Regulation)의 합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벌채 면허와 EU 목재규제(EU Timber Regulation) 준수 여부 모두 감시의 대상이

며, 매년 몇 건의 기소 사례가 발생합니다.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벌채에 대한 법적 권한을 통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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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산림에 적용됩니다. 다만, 30%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

어 있습니다. 

     - 영국의 합법성 증명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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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예. 모든 목재 및 목재 제품은 EU목재규제(EU Timber Regulation)를 준수해야 

합니다.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주로 면허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벌채를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벌채 면허로 검증합니다.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면허 확인을 통해 검증합니다.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

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영국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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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체는 영국의 경우 필요치 않습니다. 영국의 불법 벌채는 총 벌채의 1%

를 현저히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며, 독립된 주요 인증기관 두 개 모두 영국을 

‘저위험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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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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Aspects

· How are forest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wnership (public, private, 

indigenous, etc.)? What is the percentage for each classification? 

Approx 30% state.

Most of the forest area is composed of non-native forestry species but 

managed as naturalised forest.  

·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ion forest, 

etc.)?

We report of forest type according to UN FAO definitions 

·  Who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forests? Which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e system on Resriction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and what is their contact information?

The Forestry Commission  www.forestry.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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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ects Related to Harvesting Permission Licences and Permits

· Do you have any laws to approve or regulate felling? If any, what are the 

specific articles?

The principal legislation in the UK are the Forestry Acts.  These give the 

government the right to regulate felling through felling licences, which is a 

statutory instrument. Licences are normally issued subject to replanting 

conditions so the forest area will not diminish.  There is a strong presumption 

against any deforestation. 

· What ar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arvesting based on forest 

ownership and types?

All harvesting (felling) requires authorisation – regardless of what sort of forest 
it is and who owns it.  The exception is for state owned forests (about 30%) 

which have a system of  forest plans which have to be approved by the 

regulator

·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Yes – the felling licence – see above.  For larger forests, the felling licence is 
normally incorporated into a wider forest plan. 

    - How is the system managed?

By government offices. They assess whether a proposal to fell and replant 

meets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s defined by 

international agreement and expressed in the ‘UK Forestry Standard’ –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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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s what is required in practice 

    -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any documents are not authentic.  When 

harvesting occurs it is noticed and if the documents were not genuine the 

culprit would be quickly identified .

    -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act information.

The Forestry Commission is the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stry.  However 

felling control is devolved to regional / country-level government in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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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ects Related to Internationally Accepted Certification

· Do you apply Certification Systems (FM or CoC) in your country which are 

accepted internationally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for 

example, FSC or PEFC?

About 80% of timber grown in the UK, (including all state forests), is 

independently certified to either FSC or PEFC.  

    -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Certification is carried out by independent certification bodies.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Most of the managed woodlands in larger forest areas is certified about 48% 

overall.  Non-certified woods tend to be small and scattered in farmland and 

many are not managed at all. 



- 13 -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 Do you have your own national or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No national system – but woodland activities ne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UK Forestry Standard : www.forestry.gov.uk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is independent of government and has its own control systems 

    - What system or document verifies the certification details?

    - How can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ion details be verified?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each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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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s in the UK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As well as the felling licence system, all timber put on the market has to meet 

the legality requirements of the EU Timber Regulation.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Both felling licences and the EU Timber Regulation are policed - and there 

are several prosecutions each year. 

    - How can they verify th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Through legal authority to fell.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in which the systems are applied? 

All the forest area – although in the 30% that is state-owned, arrangements 

are streamlined 

    - Are those systems of UK accepted in other countri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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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 Do you have any law for permission or regulation of processing and 

exporting legally harvested hardwood and legally imported timber or timber 

products in UK? 

Yes – all timber and timber products have to meet the EU Timber Regulation 

    - What are the specific provisions?

Mainly they are contained within the licencing system – authority is required 
for any felling to take place

    -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legal processing 

and exporting?

The Felling Licence

    - How can authenticity of the systems and documents be verified?

By checking the licence.

    - In case of exporting combined and processed imported and domestic raw 

materials such as flitches, glued laminated timber, laminated floorboard, 

plywood, furniture,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the content and legality of the imported and domestic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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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private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Illegally Harvested Timber Trade Prohibition Systems, such as verification of 

legality of exported and imported timber or timber products, tracking 

background of supply chain and identification of legality? 

This is not required in the UK.  We estimate illegal felling to be significantly 

less than 1% of that harvested.  And both independent major certification 

schemes regard the UK as a ‘Low Risk Country’. 

 Attachments

Please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samples of 

documents related to questions above (permit for felling, processing company 

certificate, export permit, certification of authentication,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