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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공화국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슬로바키아>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
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2016 년 슬로바키아의 산림 보유 면적은 2,016,729 헥타르에 달했으며,
그 중 산림 경지는 1,944,123 헥타르, 지피식생은 41.4% 입니다. 2016
년에는 국가가 772,232 헥타르(총 산림 경지의 39.7%)의 산림 경지를
소유했으며, 국영 산림 기업들이 산림 1,032,447 헥타르, 즉 총 면적의
53.1%를 관리했습니다. 나머지 산림 경지 퍼센티지는 민간, 공동체, 교
회, 지자체 및 농업조합 산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비국영 산림 기업
들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그림 7. 2-1 1920년 이후 산림 관리자 구조(%)
출처: NFC; 슬로바키아 산림통계 개요서; NFC 작성.

- 2 -

· <슬로바키아>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슬로바키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산림이 있습니다.
- 생산림
대부분의 산림은 생산림에 해당됩니다. 생산림은 1,404,000 헥타르, 즉
총 산림 경지 면적의 72.2%를 포함합니다. 주요 기능은 통합산림관리
를 통해 지원되는 기타 중요한 생태학적 및 사회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고급 목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림의 퍼센티지는 비
국유림이 더 높습니다(75.3%). 국유림의 퍼센티지는 69.5%입니다.
- 보호림
주로 생태학적 기능을 가진 산림들이 보호림으로 지정됩니다. 이 산림
들은 토양, 수자원 및 인프라를 보호하기 때문에 사회적 중요성이 높
습니다. 보호림의 면적은 수년간 서서히 증가하여, 2016 년에 335,200
헥타르(17.25%)에 달했습니다. 보호림의 퍼센티지는 국유림(17%)과 비
국유림(17.6%)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 특수 목적림
특정 사회나 집단의 이익 때문에 특수 목적림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특수한 문화적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산림들은 수질정화, 레크리
에이션, 자연보호, 온천 및 건강, 교육 및 연구, 게임 농사 등 하나 이
상의 선정된 기능을 의도적으로 강화하는 특별(기능적으로 차별화된)
관리 하에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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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산림 범주(%)
출처: NFC-IFRI Zvolen; 슬로바키아 산림통계 개요서, 1981-2017

· <슬로바키아>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
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슬로바키아 공화국 농업부와 농촌과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 the Slovak Republic) – 산림 및 목재부서
(Section of Forestry and Wood)가 슬로바키아의 산림 관련 최고 국가
당국이다. 군용림 및 국방에 중요한 산림은 슬로바키아 공화국 국방부
산림 및 사냥청(Forestry and Hunting Office)이 산림의 국가감독을 맡
고 있습니다.
- 불법 벌채 및 관련 무역 제한에 관한 시스템 담당:
산림 및 목재가공 부서의 목재가공 과장(Head of Wood Processing
Unit on Section of Forestry and Wood Processing) - Mr. Jozef Dóczy
(jozef.doczy@land.gov.sk, www.mpsr.sk ),
국가 산림청의 산림과장(Head of Forestry - Wood Inspection of
National Forest Center)– Mr. Martin Kicko ( kicko@nlcsk.org ),
관할 구역별 관청

- 4 -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슬로바키아>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
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수확이 금지되고 목재의 종이 보호되는 지역들 포함.
산림법(The Act on Forest) Nr. 326/2005 –22 – 24 조.
목재수확 확인에 관한 칙령 Nr. 232/2006 (Edict Nr. 232/2006 on the
Identification of Timber Harvesting),
산림의 경제조정에 관한 칙령 Nr. 453/2006 (Edict Nr. 453/2006 on the
Economic Adjustment of the Forest),
보호 식물 목록법 Nr. 24/2003 (Law Nr. 24/2003 list of protected
plants (www.sopsr.sk))

· <슬로바키아>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
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모든 산림 유형의 벌채량 결정을 위한 주요 문서는 산림관리프로그램
(Forest Care Program)이다. 모든 경우의 수확에서, 산림 관리자-전문
가의 허가가 필요하고, 벌채가 부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호림 및 특수 목적림에서, 산림관리프로그램은 이러한 산림 유형의
독특한 조건을 반영하고, 벌채량은 보호 또는 특수 목적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 <슬로바키아>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
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불법 수확은 국가 감독(국영기관, 산림-목재 검사)을 통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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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는

서류:

산림관리프로그램,

산림경제증거(Forest

Economic

Evidence). 이 두 서류의 사실들을 산림의 실제 상태와 비교한다.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합법적 수확을 입증하는 시스템은 다음에 따라 국가감독에 의해 관리
된다.
산림법 Nr. 326/2005 (The Act on Forest Nr. 326/2005),
2018 년 상반기에 발효되는 목재 및 목재 시판에 관한 법(목재법)(The
Act on Timber and Placing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Act of
Timber)),
행정절차에 관한 법 Nr. 71/1967(The Act on Administrative Procedure
Nr.71/1967)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발급 문서는 특정 지역의 국영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입증된다. 국영기
관의 직원이 해당 산림의 산림 관리자에 대한 국가 감독을 실시한다.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산림 및 목재가공 부서의 목재가공과 과장(Head of Wood Processing
Unit on Section of Forestry and Wood Processing) – Mr. Jozef Dóczy
(jozef.doczy@land.gov.sk, www.mpsr.sk ),
국가산림청의
Inspection

of

산림-목재
National

검사

과장(Head

Forest

Center)

(kicko@nlcsk.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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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

Forestry
Mr.

-

Wood

Martin

Kicko

관할 구역별 관청 (https://www.minv.sk/?adresar-obvodnych-uradov)
토지 및 산림부: (https://www.minv.sk/?pozemkovy-a-lesny-odbor)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슬로바키아>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 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2016 년 12 월 31 일, PEFC 계획 하에서 슬로바키아의 산림 122 만 9 천
헥타르, 즉 총 산림 면적의 64.1%가 인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PEFC 계획 하의 산림 인증 참여에 대해 264 개의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2016 년, 10 개의 목재 가공업체와 거래처가 임산물의 가공
유통관리(Chain of Custody, C-o-C)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유효
한 C-o-C 인증서의 수가 74 가 되었고 C-o-C 인증 회사의 수는 86 이
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세 개의 회사는 해
외에 있는 모기업을 통해 인증되었습니다.
2016 년 FSC 데이터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FSC 계획 하에서 인증된
산림의 면적은 146,271 헥타르입니다.

· 인증 기관은 어디입니까?
슬로바키아의 인증기관은 PEFC 슬로바키아와 FSC 입니다.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PEFC 계획에 따라, 2016 년 12 월 31 일에 슬로바키아의 산림 122 만 9
천 헥타르, 즉 총 산림 면적의 64.1%입니다.
2016 년 FSC 데이터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에서 FSC 계획 하에서 인증
된 산림의 면적은 146,271 헥타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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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슬로바키아>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
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에 관해, 슬로바키아는 유럽법을 따릅니다.
시판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는 목재 및
목재제품을 시판하는 사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Regulation (EU) No
995/2010 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시
판할 때 실사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 및 실사 시스템(DDS)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웹사
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10R0995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사업자들의 정기 점검, 점검 일정 및 다른 국가
와의 협력을 통해 보장됩니다.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Regulation (EU) No 995/2010 에 따른 실사시스템(Due diligence system
(DDS))이나, 2018 년 상반기에 발효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 시판에 관한
법(목재법)(The Act on Timber and Placing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Act of Timber))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8 -

실사시스템(DDS)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수확된 모든 목재를 포함하
므로, 이 인증 시스템에 따른 산림 면적은 슬로바키아의 전체 산림 면
적에 속합니다(2,016,729 헥타르).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슬로바키아>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EU 목재규정 또는 EUTR 로도 알려진 Regulation (EU) No 995/2010 의
실사 시스템뿐이다.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는 이 규정을 실시해야 한다.
슬로바키아에는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더 이상의 별도의 시스템은
없다.
· 신뢰도 보장을 위한 관리 방법.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 방법.
· 시스템이 적용되는 산림 면적.
· 이러한 슬로바키아의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되는가?
이 질문들은 위의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기타
· <슬로바키아>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2018 년 상반기에 발효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 시판에 관한
법(목재법)(The Act on timber and Placing Timber Productsd on the
Market (Act of Timber)을 통해 발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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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언급된 목재법은 준비 단계이다. 정부가 승인한 후 발효되면 세부사항
및 구체적인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
엇입니까?
국가 감독(State supervision),
산림관리프로그램(Forest Care Program),
산림경제증거(Forest Economic Evidence),
목재원산지 문서(Document of Origin of wood).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입니까?
국가 감독(State supervision) 실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
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
니까?
수확할 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슬로바키아>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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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비정부 기관이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불법 벌채 또는 무역
을 조사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임
·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 허가서, 가공 기업 자격, 수출 허가증, 인증서 등)
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목재 원산지 증명서(Proof of origin of Wood (Doklad o pôvode
dreva))
2. 목재 원산지 증명서(Proof of origin of Wood (Doklad o pôvode
dreva))
3. 벌채허가서(Evidence of Designed Trees to Harvesting (Evidencia
vyznačených stromov určených na výrub))
4. 목재 벌목 동의서(Consent to Timber Harvesting (Súhlas na ťažbu
dr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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