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제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1
발급된 벌채허가서
호

대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국유림 : 벌채 및 수확 허가서 [산림국〕
- 공・사유림 : 벌채, 수확 및 운송 허가서 [지방정부 임업당국〕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가

Certification,

Chain

of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PEFC에
의해
발급된
나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제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2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Management

Certification,

Custody,
Forest
Chain

of

- FSC, PEFC 인증서
(5개 기업 또는 기관이 FSC-FM 인증을 획득했고, 300개 이상의
기업이 주로 FSC에서, 일부는 PEFC 에서 CoC 인증을 획득했다.)

Custody Certification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다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

라 발급된 인증서류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라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제 자 협의에 따라 상호
3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호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

발급된 인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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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4~8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
발적동반자협약」
가

Enforcement,

(Forest
Governance

Law
and

-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나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

있는 수출허가서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다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
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 국유림 : 운송허가서 [산림국〕
- 공・사유림 : 벌채, 수확 및 운송 허가서 [지방정부 임업당국〕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라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마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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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10

[첨부 : 국유림의 벌채, 수확 및 운송에 대한 허가]

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및 운송허가증 양식
중화민국 79년 2월 7일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임자 제 9030027A

근거: 국유림임산물처분규정 제20조 제2항
공고사항:
1. 국유림 임산물채취 허가증(별첨)
갑식: 주산물-목
을식: 주산물-죽
병식: 부산물
2. 국유림 임산물 운송 허가증(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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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국유림의 벌채, 수확 및 운송에 대한 허가 ①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 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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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국유임산물채취허가증
갑식：주산물－목（흰색바탕에 검은 글씨）

（

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주목자제

호

（

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주목자제

호

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주목자제

（

호

국유림 임산물처분규칙에 의거
번호：
책임자：
아래 각 항에 따르고 임산물 운송계약규
정을 준수하여 나무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다．

국유림 임산물처분규칙에 의거
번호：
책임자：
아래 각 항에 따르고 임산물 운송계약규
정을 준수하여 나무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다．

국유림 임산물처분규칙에 의거
번호：
책임자：
아래 각 항에 따르고 임산물 운송계약규
정을 준수하여 나무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다．

채취위치

채취위치

채취위치

채취면적

채취면적

채취면적

작업방식

작업방식

작업방식

채취종류

채취종류

채취종류

채취수량

채취수량

채취수량

임산물금액

임산물금액

임산물금액

민국

년

월

운송기한
민국

년

월

일부터
도합
개월
일까지

민국

년

민국

년

비고

비고

본 증서관련기관
발급기관：
중화민국
년

본 증서 관리경영기관
발급기관：
중화민국
년

월

일

월

운송기한
월

월

일부터
도합
개월
일까지

일

비고
（번호）
본 증서는
발급기관：
중화민국
양식규격

책임자

주관기관

대조인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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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년

월

민국

년

월

운송기한

일부터
도합
개월
일까지

（책임자）
에게
년

월

발급
일

너비４９센티미터ｘ높이１９센티미터

[첨부 : 국유림의 벌채, 수확 및 운송에 대한 허가 ②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 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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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채취허가증
을식：주산물－죽（흰색바탕에 검은 글씨）

（

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주죽자제

호

（

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주죽자제

호

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주죽자제

（

호

국유림 임산물처분규칙에 의거
번호：
책임자：
아래 각 항에 따르고 임산물 운송계약규
정을 준수하여 대나무를 채취하도록 허가
한다．

국유림 임산물처분규칙에 의거
번호：
책임자：
아래 각 항에 따르고 임산물 운송계약규
정을 준수하여 대나무를 채취하도록 허가
한다．

국유림 임산물처분규칙에 의거
번호：
책임자：
아래 각 항에 따르고 임산물 운송계약규
정을 준수하여 대나무를 채취하도록 허가
한다．

채취위치

채취위치

채취위치

채취면적

채취면적

채취면적

작업방식

작업방식

작업방식

채취종류

채취종류

채취종류

채취수량

채취수량

채취수량

임산물금액

임산물금액

임산물금액

민국

년

월

운송기한
민국

년

월

일부터
도합
개월
일까지

민국

년

민국

년

비고

비고

본 증서관련기관
발급기관：
중화민국
년

본 증서 관리경영기관
발급기관：
중화민국
년

월

일

월

운송기한
월

월

일부터
도합
개월
일까지

일

비고
（번호）
본 증서는
발급기관：
중화민국
양식규격

책임자

주관기관

대조인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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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년

월

민국

년

월

운송기한

일부터
도합
개월
일까지

（책임자）
에게
년

월

발급
일

너비４９센티미터ｘ높이１９센티미터

[첨부 : 국유림의 벌채, 수확 및 운송에 대한 허가 ③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 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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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국유림의 벌채, 수확 및 운송에 대한 허가 ④국유림임산물운송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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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２
국유림임산물운송허가증
국유림임산물운송허가증

（
국유림

국유림임산물운송허가증
）운자제
임산물처분규칙에 의거

번호：

호

（
국유림

책임자：

번호：

아래 각 항에 따르고 임산물 운송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운송하도록 허가한다．
임산물 소재위치
운송방식
임산물출처
임산물종류
운송수량
임산물금액
운송기한
민국
년
월
일부터

대나무를

도합
민국
비고
（번호）

년

월

아래 각 항에 따르고 임산물
채취하도록 허가한다．
채취위치
채취면적
작업방식
채취종류
채취수량
임산물금액
운송기한
민국
년
월

월

운송계약규정을

준수하여

도합
년

월

일까지

발급기관：

일

너비３３센티미터ｘ높이１９센티미터

- 10 -

년

월

대나무를

일부터

일

중화민국
년

호

책임자：

민국
비고
본 증서관련기관
에게 발급

발급기관：

양식２

일까지

（책임자）

본 증서는

중화민국

）주죽자제
임산물처분규칙에 의거

일

일

대만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대만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
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대만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 대만의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1. 대만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분류된다.
국유림은 총 산림면적의 92.8%를 차지하고, 공유림은 0.3%, 사유림은 6.9%를 차
지한다. 중앙산림 주무관청은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R.O.C)이다. 농업위원회는 이 업무를 부속기관인 산림국(Forest
Bureau)에 양도한다. 지방의 산림 주무관청은 지방정부의 임업당국이다. 산림 토
지 관리당국은 아래 명시된 토지의 소유권에 따라 결정된다.
소유권

관리당국

비율(%)

산림국(Forestry Bureau), 국유재산(National Property),
국유림 토착민관리위원회(Administration Council of Indigenous Peoples),

92.8

대학의 산림연구소, 기타.
공유림
사유림

시 정부
-

총

0.3
6.9
100.0

2. 토양 및 토지 완전성을 유지하고 토양 및 유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만
은 산림법에 따라 총 산림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보호림을 설정했다.
산림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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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법 (Wildlife Conservation Act), 문화유산보호법(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과 국립공원법(National Park Law)에 따라 보존림을 설정했다.

3. 대만 산림법에 따르는 정부기구는 중앙 정부 행정원 농업위원회, 지자체 차원
의 관련 직접 지자체 정부, 구(도시) 차원의 구(도시) 정부이며,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 규제에 대한 시스템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는 없다.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대만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
항은 무엇입니까?
· 대만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
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1. 대만의 국내 목재 수확, 벌채, 수송 및 유통에는 산림법에 따라 산림 주무관
청이 승인한 “벌채 허가서”와 “운송 허가서”가 필요하다. 산림 소유권에
따라, 산림제품 벌채 및 수확을 위한 허가서는 다음과 같이 승인되어야 한다.
(1) 국유림: 산림을 담당하는 중앙 주무관청이 “벌채 및 수확 허가서”와
“운송 허가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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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을 담당하는 지역 주무관청(지자체 정부)가 “벌
채, 수확 및 운송 허가서”를 발행한다.

2. 대만 국내 목재 벌채 또는 수확을 규제하는 산림법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법 제15조(국유림의 벌채 규정)
(2) 산림법 제30조(보존림의 벌채에는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3. 기타 벌채관련 법&규정.
(1) 국유림의 산림제품 처분 규정.
(2) 산림제품 벌채 및 수확 검사 규정.
(3) 환경영향평가법: 특정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산림의 벌채 또
는 특정 한도를 초과한 벌채에는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4. 명시된 장소에서 목재벌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 대만은 특정 수종 및
부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했다. 보호 수준에 따라
벌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산림제품의 벌채 또는 수확은 다양한 법과 규
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산림법
• 제 10 조(민감한 환경 문제가 있는 산림의 수확 및 벌채는 제한되어야
한다).
• 제 17 조 1 항(자연보호구역은 중앙 주무관청이 수립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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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 조 (보존림의 벌채에는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 제 38 조 3 항(보호대상 수종의 처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2) 야생동물보호법(Wildlife Conservation Act):
- 제 8 조와 제 10 조(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모든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축산업 개발이용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건설 및 토지사용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3) 문화유산보호법(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 제 85 조와 제 86조(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특별 요건(외교적 교환 등)
을 제외하면, 천연 기념물(귀중하고 희귀한 식물)의 채집, 벌목 또는 발
굴과 자연보호구역의 변경 또는 훼손은 금지된다.)

5. 합법 벌채를 검증하는 시스템 또는 문서
산림 벌채 절차에는 벌채 허가서 및 운송 허가서 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송 중 벌채를 검사하기 위해 허가서가 지역 경찰서와 지역 총무국에 전달
되어야 한다. 다양한 검사단계 동안, 검사자가 나무에 자격에 대한 특정 도
장을 찍을 것이다. 인증 도장은 다음과 같다.
(1) 벌목 대상 나무들에 대한 수확량 검사.
(2) 구분 도장: 벌목 지역 경계 표시.
(3) 출하 도장: 출하 검사를 통과한 나무 트렁크.
(4) 첨부 도장: 허가된 벌목 또는 잘못된 벌목의 뿌리나 나무 트렁크.
(5) 벌목 산림검사 도장: 검사 후 벌목 산림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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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act point for further information
(1) General information, laws & regulation in forestry
Mu Tzu YU (Ms.)
Associate Technical Specialist
Forestry Bureau,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Tel: +886-223515441#615
Mail: m3109@forest.gov.tw

Chun-I Liu (Mr.)
Associate Technical Specialist
Forestry Bureau,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Tel: +886-223515441#613
Mail: m3100@forest.gov.tw

(2) Laws of regulation in exportation of timber and wood production
Hsiao Chien TAO (Ms.)
Clerk, Bureau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Tel: +886-2-23977363
Mail: Xqtao@trade.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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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대만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
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또는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대만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FSC 인증과 같은 국제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
한다. 그리고 5개 기업 또는 기관이 FSC-FM 인증을 획득했고, 300개 이상의
기업이 주로 FSC에서, 일부는 PEFC 에서 CoC 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대만
에서 상기 인증은 의무적인 법적요건은 아니다.
2. 상기 인증기관들에는 BV(Bureau Veritas), CU(통제연합), GFA(GFA 인증
GmbH), RINA(Rin a Services S.p.A), RA(열대우림연맹), SCS(SCS글로벌 서비
스), SGSHK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TSUD (TÜV SÜD
Czech), TUEV (TÜV Nord Cert), TUVDC (DIN CERTCO Gesellschaft für
Konformitätsbewertung)가 포함된다.
3. 현재, 대만의 FSC-FM 인증 산림의 총 면적은 1,713㏊이다.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대만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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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국가 또는 민간 인증을 개발하지 않으며, 따라서 양자간 협의를 통해 상호 인정된
인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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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대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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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현재, 대만에는 FSC나 PEFC 이외의 다른 인증제도가 없다.

기타
· 대만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
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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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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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
정부단체가 있습니까?

1. 목재 및 산림제품의 수입, 수출, 제조 및 가공은 대외무역법 (Foreign Trade
Act), 원자재 수출규정 (Regulations Governing Export of Commodities), 원자
재 수입규정 (Regulations Governing Import of Commodities), 원산지 인증서
및 가공 인증서 발행 규정(Regulations Governing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and Certificates of Processing)과 식물보호 및 검역법(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Act)의 일반 조항들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CITES 부록의
목제제품에 관한 조항들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목재 및 산림제품의 수입,
수출, 제조, 운송 및 가공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은 아직 특별히 수립되지
않았다.

2. 산림제품 또는 원자재 제품에 실시되는 현재의 세관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가격인증(인보이스 또는 비즈니스 인보이스)
(2) 포장 목록
(3) 화물인도지시서(D/O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4) 실제 요건에 따라 제공된 원산지 증명서 서류
(5) 수출국 정부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 인증서가 검역을 위해 식물
검역기관에 인도되어야 한다.

3.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 (CITES)에
CITES 종으로 포함된 산림 또는 목재제품은 수출국이 발행한 CITES 수출 허
가서 서류와 함께 수입되어야 하고, 수출하는 동안 대외무역국이 발생한
“CITES 수출 허가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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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 주무관청이 지정한 식물 또는 식물제품인 목재 및 산림제품은 식물보호
및 검역법에 따라 수입되어야 한다. 이들은 또한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 발
행한 “검역 인증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http://www.baphiq.gov.tw/view.php?catid=735

5. 대만은 국내 목재 추적과 합법적 보장 시스템(생산 및 판매 이력과 추적관리
를 제공하는 국내 목재 추적 시스템을 포함하는 국내 목재 및 대나무 추적
시스템과 대만 모범 농업관행(TGAP)) 개발을 위한 자발적 인증제도를 계획하
고 있다. 대만은 또한 검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제3자 인증기관이 관련 목재
가공업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하는 TGAP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 인증은 향후
에 합법적 보장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입 목재의 경우, 대만은 국내
목재에 대한 규정을 완성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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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허가서, 수출허가서,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 관련 법과 규정 웹사이트
1. 산림법(The Forestry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040001

2. 국유림의 산림제품 처분 규정(Regulations Governing Disposition of
Forest Products of State-owned Forests)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040005

3. 산림제품 벌채 및 수확 검사 규정(Regulations Governing Inspection of
Logging and Harvesting of Forest Products)：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040003

4. 환영향평가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O0090001

5. 문화유산보호법(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H0170001

6. 야생동물보호법(Wildlife Conservation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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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공원법(National Park Law)：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070105

8. 원주민 기본법(The Indigenous Peoples Basic Law)：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130003

9.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04

10.원자재 수출 규정(Regulations Governing Export of Commodities)：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08

11. 원자재 수입 규정(Regulations Governing Import of Commodities)：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If.aspx?PCode=J0090007

12. 원산지 인증서 및 가공 인증서 발행 규정(Regulations Governing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and Certificates of Processing)：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16

13. 식물보호 및 검역법(the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140001

14.

멸종위기

동식물과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Import and Export of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Flora and Related Products)：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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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허가서 웹사이트(견본)
1. CITES 수출 허가(CITES Export Permit)：
https://www.trade.gov.tw/App_Ashx/File.ashx?FilePath=../Files/TradeOldFil
e/19/73/42/瀕臨絕種野生動植物國際貿易公約（以下簡稱華盛頓公約）
許可證及證明書之格式.pdf

2. 식물위생증명서:
http://www.baphiq.gov.tw/files/web_articles_files/baphiq/11732/2781.pdf

3. 국유림의 벌채, 수확 및 운송에 대한 허가.

국유림임산물채취허가증 및 운송허가증 양식
중화민국 79년 2월 7일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임자 제 9030027A

근거: 국유림임산물처분규정 제20조 제2항
공고사항:
1. 국유림 임산물채취 허가증(별첨)
갑식: 주산물-목
을식: 주산물-죽
병식: 부산물
2. 국유림 임산물 운송 허가증(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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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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ion forest,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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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 Taiwan, forest land is classified into national forests, public forest and
private according to ownership. The national forests account for 92.8% of
total forest land; the public forests account for 0.3%; and the private
forests account for 6.9%.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for forestry is
th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R.O.C. (Taiwan). And the
Council of Agriculture hand over the task to its subordinate institution, the
Forest Bureau. The local competent authorities are the forestry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management authorities for forest lands are
determined by the ownership of the land, as listed below:
Ownership

Management Authority
Forestry Bureau, National Property,

National

Administration Council of Indigenous

forests

Peoples, Colleges and universities’

Public forests
Private forests

experiment forestry land, Others
Municipal governments
Total

Percentage (%)

92.8

0.3
6.9
100.0

2. In order to maintain soil and land integrity and enhanc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apacity, Taiwan has set up Protection Forests according to the
Forest Act, accounting for 23% of the total fores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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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intaining the forest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ng wildlife and
preserve biodiversity, Taiwan has set up Conservation Forest according to
Wildlife Conservation Act,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and National
Park Law. Conservation Forests account for about 35% of the total forest
land.
3. In accordance with Forest Act in Taiwan, government agency is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levant direct
municipal government at the municipal level; the county (city) government
at the county (city) level. Currently, there is no specific department for
being charge of the system on Restriction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Aspects Related to Harvesting permission Licenses and Permits
· Do you have any laws to approve or regulate felling? If any, what are the
specific articles?
* Including regions where harvesting is prohibited and timber species to be
protected
· What ar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arvesting based on forest
ownership and types?
·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 How is the system managed?
-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a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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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harvesting, logging, transport and distribution of domestic wood in
Taiwan require a "logging permit" and "transportation permit"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forestry in accordance with the Forestry Act.
According to the forest ownerships, the permits for cutting and harvesting
forest products shall be approved as follows:
(1) The National forests: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in charge of
forestry issues the "cutting and harvesting permits" and "transportation
permit".
(2) Public and private forests: The local competent authority in charge of
forestry (municipal governments) issues the" the permit for cutting,
harvesting and transporting".

2. The articles of Forest Act that regulate logging or harvesting domestic wood
in Taiwan are as follows:
(1) Article 15 of the Forestry Act (Logging regulations for national forests).
(2) Article 30 of the Forestry Act (Logging in conservation forests requires
the approval or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y).
(3) Article 45 of the Forestry Act (All logging and distribution are subject to
authoriz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issuance of logging
permits is based on the ownership of the forest land.)

3. Other Relevant laws & regulations for logging:
(1) Regulations Governing Disposition of Forest Products of State-owned
Forests.
(2) Regulations Governing Inspection of Logging and Harvesting of Fores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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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Logging in forest land located in
specific environmentally-sensitive areas or those that exceed a certain
scale shall requir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review.

4. Laws that prohibit or regulate timber harvesting in specified locations:
Taiwan has established various natural protection areas to protect specific
tree species and sites. Harvesting is prohibited or restricted based on the
level of protection. The logging or harvesting of forest product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1) The Forestry Act
•

Article

10

(Harvesting

and

logging

in

forests

with

sensitive

environmental issues must be restricted).
• Article 17-1 (Nature reserves shall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 Article 30 (Logging in conservation forests requires the approval or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y).
• Article 38-3 (Disposition of trees subject to protection shall require
permission).
(2) Wildlife Conservation Act:
Article 8 & Article 10 (Any farming, forestry, fishery or animal
husbandry development utilization in Major Wildlife Habitats and ny
construction and land use Wildlife Refuges require approval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3)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Article 85 and Article 86 (Picking, felling, or excavating designated
natural monuments (precious and rare plants) and any alteration of
- 16 -

or damage to natural reserves are prohibited except for special
requirements (such as diplomatic exchanges etc.)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5.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Logging permit and transportation permit documents are needed in forest
harvesting procedure. And the copy of permits will be delivered to local
police st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office for examining the woods during
transportation.

During

different inspection stages,

inspectors will

mark

specific stamp on tree for its status. Certifying stamps are as follows:
(1) The investigation stamp: for harvest volume check, on trees subject to
be cutting.
(2) The demarcation stamp: to mark the boundaries of the cutting areas.
(3) The release stamp: on trunks which pass the release inspection.
(4) The attachment stamp: on roots or trunks of unauthorized cutting or
mistaken cutting.
(5) The cutover forest inspection stamp: on roots of cutover forest after
inspection.

6. Contact point for further information
(1) General information, laws & regulation in forestry
Mu Tzu YU (Ms.)
Associate Technical Specialist
Forestry Bureau,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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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86-223515441#615
Mail: m3109@forest.gov.tw

Chun-I Liu (Mr.)
Associate Technical Specialist
Forestry Bureau,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Tel: +886-223515441#613
Mail: m3100@forest.gov.tw

(2) Laws of regulation in exportation of timber and wood production
Hsiao Chien TAO (Ms.)
Clerk, Bureau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Tel: +886-2-23977363
Mail: Xqtao@trade.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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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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1. Taiwan encourages businesses to voluntarily obtain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such as the FSC certification. And 5 businesses or institutions have obtained
FSC-FM certification and more than 300 businesses have obtained CoC
certification mainly in FSC system and some in PEFC. Certification above is
however not a mandatory legal requirement in Taiwan.

2. Above Certification Agencies include BV (Bureau Veritas), CU (Control
Union), GFA (GFA Certification GmbH), RA (Rainforest Alliance), RINA (Rina
Services S.p.A.), SAI (SAI Global Certification Services), SCS (SCS Global
Services), SGSHK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TSUD (TÜV SÜD
Czech), TUEV (TÜV Nord Cert), TUVDC (DIN CERTCO Gesellschaft für
Konformitätsbewertung).

3. Currently, total area of FSC-FM certificated forest is 1,713 hectare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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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 Do you have your own national or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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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wan doesn’t develop national or private certification and consequently
doesn’t have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currently.

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s in <Country Name>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 How can they verify th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in which the systems are applied?
- Are those systems of <Country Name> accepted in other countries?

Currently, Taiwan has no other certification systems besides FSC or P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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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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Name>?
- What are the specific provisions?
-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legal processing
and exporting?
- How can authenticity of the systems and documents be 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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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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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import, export,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of wood and forestry
products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Regulations

Act,

Governing

Regulations
Import

of

Governing

Export

Commodities,

of

Commodities,

Regulations

Governing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and Certificates of Processing, and the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Act; and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n wood products in the CITES Appendices. Laws prohibiting or
regulating the import, export,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processing
of wood and forest products have not yet been specifical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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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nspections currently conducted by the customs on forestry products or
composite products include:
(1) Price certification (invoice or business invoice)
(2) Packing list
(3) Delivery order (D/O or air waybill (AWB)
(4) Certificates of origin documents provided based on actual requirements
(5)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issued

by

the

exporting

country's

government plant quarantine agency shall be delivered to the plant
quarantine agency for quarantine.

3. Forest or wood products included as CITES species in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shall be imported with CITES export permit documents issued by the export
nation, and the "CITES Export Permit" document issued by the Bureau of
Foreign Trade shall be attached during export.

4. Wood and forest products which are plants or plant products designated by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im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Act. They shall also be provided with the
"quarantine certificate" issued by the exportation's plant quarantine agency.
http://www.baphiq.gov.tw/view.php?catid=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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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iwan is planning a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wood traceability and legal guarantee system — the domestic
wood and bamboo traceability system and Taiwan Good Agriculture Practice
(TGAP) that include the domestic wood traceability system to provide
production and sales history and traceability management. Taiwan also aims
to establish the TGAP under which third-party verification institutes issue
certifications

to

related

wood

processing

operators

for

qualifying

in

inspections. The certifications may be regarded as a legal guarantee system
in the future. As for imported wood, Taiwan will formulate plans after the
completion of regulations on domestic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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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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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website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1. The Forestry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040001

2. Regulations Governing Disposition of Forest Products of State-owned
Forests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040005

3. Regulations Governing Inspection of Logging and Harvesting of Forest
Products：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040003

4.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O0090001

5.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H0170001

6. Wildlife Conservation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120001

7. National Pa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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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070105

8. The Indigenous Peoples Basic Law：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130003

9. Foreign Trade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04

10. Regulations Governing Export of Commodities：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08

11. Regulations Governing Import of Commodities：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If.aspx?PCode=J0090007

12.

Regulations

Governing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and

Certificates of Processing：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16

13. the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Act：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140001

14. Regulations on Import and Export of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Flora and Related Products：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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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허가서 웹사이트(견본)
1. CITES Export Permit：
https://www.trade.gov.tw/App_Ashx/File.ashx?FilePath=../Files/TradeOldFil
e/19/73/42/瀕臨絕種野生動植物國際貿易公約（以下簡稱華盛頓公約）
許可證及證明書之格式.pdf

2. Phytosanitary Certificate:
http://www.baphiq.gov.tw/files/web_articles_files/baphiq/11732/2781.pdf

3. The permits for cutting, harvesting and transporting of nationa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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