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고민주공화국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DR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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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벌채허가(Permis de coupe industrielle de Bois d'œuvre) 

  * [발급기관 : Minister of ECNDD]

- 소규모 벌채허가(Permis de coupe artisanale de Bois d'œuvre) 

  * [발급기관 : 주정부, 지방 주지사]

- 사유림 벌채허가(Le permis d' exploitation des Bois prives)

  * [발급기관 : 주정부, 지방 주지사]

- 분기별 벌채 보고 

  * 산업용벌채허가 소지자가 이전 분기에 수확한 목재의 양을 정

부에 보고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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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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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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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조사승인통보+적합성 인증서+평가보고서

  * [발급기관 : 산림청 및 환경·자연 보전 관광부 장관]

- 벌채세 납부 증명서, 벌채구역에 대한 산업적 벌채허가세(taxe 

du permis de coupe industrielle de bois d’œuvre), 소규모 벌

채허가세(taxe du Permis de Coupe artisanale de Bois) 

p44~49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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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벌채허가서(2016년까지)



- 4 -

[벌채허가서 번역본]

  허가 번호

 회사  이름   계약 번호

벌채 지역 (지역, 영
토, 대지, 지구, 구획)

   기 간

대지표면 (1000ha)

종당 수량

 종   

 기관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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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산업용 벌채허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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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산업용 벌채허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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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일반 산림 현황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국가 소유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사법 또는 공법상 산림의 벌채와

이용은 산림법 규정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습니다.(산림법 제7조) 벌채허가가 부여된 토지에 포함

된 천연림이나 조림지는 해당 벌채허가 보유자의 소유로 구분되며 산림법 규정에 따라 관련된 권

리를 행사합니다.(산림법 제8조 및 토지법규) 마을이나 그 주변에 있는 수목, 집단 소유 농지, 개

별 농지에 위치하는 수목들은 마을 공동 소유거나 개인 소유로 구분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산림법 제9조). 지역공동체는 관습상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에서 보호림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벌채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산림법 제22조), 지역공동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벌채허가를 무상으로 부여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산림법 제10조~제22조에 근거하여 기능에 따라 보존림, 보호림, 영구

생산림으로 구분됩니다.

보존림

보존림은 국가 공유지로 분류되며, 산림법 제10조에 따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존

림은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이 속하는 주정부의 자문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합니다.

보존림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용권 및 벌채허가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생태학적 측면

에서 특별한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국가나 분권화된 단체에 속하는 재조림 구역은 보존림 지

정 대상에 포함되며 산림법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보존림은 기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존림에는 다음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 천연자연보전지역

- 국립공원 내 산림 / 동식물원 / 야생동물보호지역

- 사냥터 / 생물권보전지역 / 휴양림 / 수목원 / 도시림 / 보존지역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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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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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림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사지 침식 방지 / 샘과 하천의 보호 / 생물 다양성 보전 / 토양 보전

- 공중위생 생활환경 개선 / 인간환경 보호

- 기타 일반적으로 산림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목적

보호림

보호림은 국가에서 보존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림 중에서 목표 조림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점진

적으로 지정하는 산림과 농경지 개간 산림, 산업적 벌채나 소규모 벌채를 위해 인가되는 산림,

일상적 벌채허가가 부여된 지역공동체에 양도되는 산림을 포함합니다.

* 산림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국토 면적의 최소 15%를 산림으로 유지해야 함

영구생산림

영구생산림은 벌채지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산림을 포함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며, 국가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을 통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소유권을 벌채

허가 보유자와 지역공동체에게 양도합니다.

환경·지속가능발전부(Ministère de l’Environn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는 산림의 관리

와 규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소속 전담 부서인 산림관리국(DGF: Direction de la

Gestion Forestière), 자원조사·산림경영국(DIAF: Direction des Inventaires et Aménagements

Forestiers), 자연보전국(DCN: Direction de la Conservation de la Nature), 감시·내부감사국

(DCVI: Direction de Contrôle et Vérification Interne), 법무팀(CJ: Cellule Juridique)으로 업무

이행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관리는 산림법 제24조∼제32조에 근거하여 중앙, 주, 테리투아르

(Territoire)1), 현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주에 속한 행정구역

[참고]

출처 :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총 152,578,000 ha 로 전체 국토면적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2) 산림은 원시림(Primary), 기타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조림지(Planted)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원시림(Primary) : 102,686,000 ha(67.3%)

- 기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 49,832,000 ha(32.7%)

- 조림지(Planted) : 60,000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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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산림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 및 규제가 이루어지며 벌채 유형

은 산업적 벌채와 소규모 벌채로 구분합니다. 산림법 제82조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우 콩고민주

공화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산림법 제8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본사가

콩고민주공화국에 소재해야 하며 콩고민주공화국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법 제87조~제90조, 제98조, 제100조, 제111조~제113조

- 일부 목재제품 수확의 규제에 관한 부령(2008.8.22.)제034/CAB/MIN/ECN-T/15/JB/08호

- 목재벌채의조건과원칙에관한부령(2016.10.29.)제084/CAB/MIN/ECN- DD/CJ/00/ RBM/2016호

- 산림벌채계약과업지시서의표준협정을정하는부령(2010.6.7.)제023/CAB/MIN/ ECN-T/28/JEB/10호

2-1. 산업적 벌채허가

산업적 벌채허가는 목재 벌채의 조건과 원칙에 관한 부령084호(2016.10.29.) 제22조, 제25조, 제30

조에 근거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서 발급하며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지속가능발전부와 산림임대계약(CCF: Contrat de Concession Forestière)을 체결

②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 벌채임시 관리계획(plan de gestion provisoire) 제출

③ 인접 지역공동체와 사회협약체결

* 산림법 제89조에 따른 과업지시서의 일반조항 및 특별조항

1) 일반조항 : 목재의 벌채와 관련된 기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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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4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4)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6)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70,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 중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림 : 12,300,000 ha4)

- 보존림 : 26,314,000 ha5)

- 보호림 : 24,297,000 h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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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조항

- 금융비용

- 벌채허가 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 시설 관련 의무사항

-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경제 기반시설 설치 : 도로 건설 및 정비, 의료시설 및 학교

시설의 보수와 설비, 인적 물적 운송 편의

④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 산림경영계획(plan d’aménagement), 5개년 관리계획(plan de

gestion quinquennal), 연간사업실시계획(plan annuel d’opération) 제출

⑤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 산업적 벌채허가(PCIBO: Permis de Coupe Industrielle de Bois

d’Oeuvre) 신청

⑥ 환경·지속가능발전부로부터 산업적 벌채허가서 발급 및 벌채 시행

2-2. 소규모 벌채허가

소규모 벌채허가는 목재 벌채의 조건과 원칙에 관한 부령084호(2016.10.29.)제22조, 제25조, 제30

조에 근거하여 주정부에서 발급하며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정부로부터 승인서(certificat d’agrément) 취득 및 소규모 벌채업자 인가 취득

② 주정부의 벌채 면적 확인

③ 주정부에 소규모 벌채허가(PCB: Permis de Coupe artisanale de Bois d’œuvre) 신청

④ 주정부로부터 소규모 벌채허가서 발급 및 벌채 시행

2-3. 그 외에 벌채허가

그 외에 비목재 임산물의 수확과 목탄생산을 위한 벌채허가는 목재 벌채의 조건과 원칙에 관한

부령084호(2016.10.29.) 제22조,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여 비목재 임산물의 수확허가는 주 환경

조정관 또는 지역환경 책임자가 발급하며 벌채허가는 주정부에서 발급합니다.

2-4. 수수료

벌채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림법 제102조~제125조, 공동 부령 제060호, 제095/2016호에 근거

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벌채지별 연간 토지 사용료

- 벌채지별 연간 벌채구역에 대한 산업적 벌채허가세(taxe du permis de coupe industrielle de

bois d’œuvre)

- 과업지시서의 사회 조항 관련 수수료

- 50 ha 이하의 면적에 대한 벌채 허가의 경우 연 2회 소규모 벌채허가세(taxe du Permis de

Coupe artisanale de Bois)

- 서면 합의 또는 벌채 협약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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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벌채금지 수종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 수종의 벌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습니다.

- 산림법 제45조∼제51조

- 보호 수종을 정하는 부령(2003.03.18.)제CAB/MIN/AF.F-ET/N°042/2003호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 규제(CITES)에 관한 명령(2000.3.28.)제

056/CAB/MIN/AFF-ECNPF/0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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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제공 자료

그림 12. 콩고민주공화국 산림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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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ocument Guide Timber,

www.nepcon.org/sourcinghub

그림 13. 콩고민주공화국 벌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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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생산, 운송,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에 관한 명령

제804호에 근거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서 발급하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의 목재 통행증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서 책정하는 제세공과금과 사용료가 징수되며 수출

규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목재의 매입·매도, 수출의 허가가 제한됩니다.

* 환경·지속가능발전부의 주도로 징수해야 하는 제세공과금과 사용료 요율 책정에 관한 공동

부령(2016.7.2.)

- 제060/CAB/MINECN-DD/SA/00/RBM/2016호

- 제095/CAB/MIN/FINANCES/2016호, 제79조∼제83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수출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 정부 소관으로 산림벌채권 보유자는 인가된 지역

내에서 벌채 가능한 모든 목재를 현지 가공 또는 수출을 위한 독점권이 인정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록Ⅱ에 포함된 수종인 아프

로모시아(Afromosia, Pericopsis elata)와 부빙가(Bubinga, Guibourtia demeusei)의 수출 시에는

CITES 관리기구(ICCN7))에서 교부하는 CITES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특정 수종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법령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명령(2000.3.28.)

- 자연보전에 관한 법률(2014.2.11.)제14/003호

- 산림법 제011/2002호

콩고민주공화국은 국내 목재 공급망의 이력 추적을 위하여 산림법의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계획의 자발적협약(VPA/FLEGT)과 유럽의 목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으로부터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107호, 제108호에 근거

하여 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조항과 허가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과

산림 관련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채택한 공동부령이 정하는 규격과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여 벌

채업자는 사전에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 표식 견본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합니

다. 벌채업자는 등록된 표식을 사용하여 벌채된 목재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ICCN:Institute Congolais pour la Conservation de la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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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2호)

콩고민주공화국이 인정하는 비정부 조직에 의한 인증체계로는 FSC, PEFC 등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 주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목재 이력추적관리체계인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프로젝트를 2012

년∼2014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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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ha이며 CoC 인증은 0 건입니

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사항은 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0 ha

이며 CoC 인증은 0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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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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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참고]

출처 : www.sgs.com

SGS는 검사·검증·시험·인증 기업이며, 산림 분야에 대한 제3자 인증기관으로 FSC, PEFC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GS에서 제공되는 인증서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를 활

용하여 인증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sgsgroup.kr/ko-kr/verify-sgs-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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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3호)

콩고민주공화국은 원활한 산림 거버넌스를 위하여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

계획의 자발적협약(VPA/FLEGT)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은 합법성 검증체계

(SVL, Le Système de Vérification de la Légalité)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Teddy Ntendayi

- 소속 : (DANTIC)Direction d’Archives et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s et

Communication

- 전화번호 : +243812328443

- e-mail : ntumbabo2007@yahoo.fr

- website : www.medd.gouv.cd/v2

[참고]

출처 : www.euflegt.efi.int/drc

외교부 EU-인도네시아 목재제품에 대한 면허제도 시행에 합의 알림 문서

콩고민주공화국은 2010년 유럽연합과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계획

(FLEGT:Action Plan for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ce and Trade)의 자발적협약(VPA

: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협약 체결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U FLEGT 자발적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양자협정으로서 자발적 협약 체결국은 합법

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에 대한 자국내 통제, 확인 및 허가시스템(Legality assurance

system)을 개발하고, 동 협약이행 체계가 완비된 것으로 EU와 해당국이 공동합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국에서 생산된 목재/목재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EU

FLEGT 면허를 부여합니다. EU FLEGT 면허를 획득한 수출 목재/목재제품은 EU 목재규정

(EU Timber Regulation 995/2010)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1 -

※ 추가 참고자료

본 ‘콩고 민주공화국 문서 가이드’는 NEPCon이 유럽연합 LIFE 프로그램과 영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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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Con은“오픈 소스”정책을 채택하여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3.0' 라이센스에 따라 출판됩니다. 본 문서의 사본을 

얻는 사람에게는 본 문서의 사본을 사용, 복사, 수정, 병합, 게시 및/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제한 없이 문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무료로 부여됩니다. 위의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는 문서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문서를 수정할 경우 사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출판물의 제작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지원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며, 위원회는 문서 내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영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표현된 견해가 반드시 영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

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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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 민주 공화국 문서 안내서

본 문서는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합법적 벌채, 운송 및 무역이 필수임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 목록입

니다. 이 목록은 구매하는 목재가 합법목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유용합니다. 본 문서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1. 벌채, 세금 및 수수료; 목재 벌채 활동(건강 및 안전 및 법적 고용 포함), 제 3자의 권리, 무역 및 운

송 분야로 구성된 법적 필요 문서 목록 

       2. 주요 문서의 사본, 문서 내용 가이드, 문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 주요 고려 사항.

합법성 증명을 위해서 법률 하위조항마다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벌채 허가가 사용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벌채 허가 (2016 년까지 산림 임대 허가). 개별 허가는 각각 최대 1000ha입니다.

• 산림 관리 계획을 준수하는 산업 벌채 허가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임대를 위해 부여됨)

• 소규모 벌채 허가/영세 허가서 (50ha 이하, 또는 FMU(산림관리구역)내 100-500ha의 공동 산림에 허가)

• 땔감 및 숯 벌채 허가 (공유림에 대해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 1인당/1년/1허가 

해당되는 경우 벌채 허가 유형은 문서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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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카테고리 서류

1.1 토지 보유 및 

관리 권한

 모든 목재 관련

▪ 토지 신청 양식

▪ 임대 계약

▪ 임시 작업 계약

▪ 실제 토지 및 재산권에 대한 등록 증명서 

상업 법원 등록서(예 11)는 토지 임대 또는 관리 권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회사의 법적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법적 카테고리 개요

법률 카테고리

세금 및 수수료

목재 벌채 활동

제 3자의 권리

무역 및 운송

예시 문서

벌채의 법적 권리



- 15 -

임대 대상 목재에만 해당

▪정식 등록 증명서를 통해 체결된 토지권 임대 계약

1.2 임대

임대 목재에만 해당

▪ 30만 ha 이상 40 만 ha 이하의 지역과 관련하여 임업 담당 중앙 정부 장관이 서명하고 

법령에 의해 승인된 산림 임대 계약. 400,000 이상 500,000 ha까지의 영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됨 (예 2)

▪ 산림장관 문서: 사적 계약을 통한 임대 할당은 산림 담당 장관의 근거 서류가 있을 경우

에만 효력이 있음 

▪ 산림 관리 계획 승인서 (예 3)-산림 관리 계획 내 기술 및 사회 연구가 가능해야 함

▪ 장기 산림 관리 계획 (25년) 및 해당 기간 내 산림 관리 계획서(4년). 

▪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인접 지역 사회와의 사회 조항(예 7) 

▪ CIM(장관간 위원회)에 따라 구 임업 소유권의 전환에 대한 유리한 제안을 제시한 소유권 

최종 목록 (개요 표)

▪ 장관 간 위원회 진행 결과 회의록 (1 차, 2 차 세션)

1.3 관리 및 벌채 계획

임대 대상 목재

▪ 산림 관리 계획 (25 년) (예 3)

▪ 5개년 산림 관리 계획 (5 년)

▪ 연간 임업 운영서 (1 년)

▪ 산림조사서 (예 4)

▪ 산림 조사 및 산림 관리국장, 산림 관리 계획 담당 국장, 산림 구획 담당 국장, 산림 관리 국장 , 

야생 동물 자원 및 사냥 국장, 산림 토지 등록국장 및 산림 통제 및 검사 담당국장을 회원

으로 하는 산림 당국위원회가 샘플 계획서와 일치함을 증명하는 ‘일치증명서’(예5)

▪ 임대의 사회 경제적 진단 및 사회적 영향 (예 6)

1.4 벌채 허가 임대 대상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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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벌채 허가 (예 1) (2016 년까지)

▪ 산업 벌채 허가 (2016 년 이후 산림 관리 계획을 통한 산림 임대)

▪ 산림청 담당자의 관리 임무 보고서

▪ 담당 공무원 의사록 

▪ 국경 관리 감독관의 의사록 

▪ 산림 벌채 회사가 다음과 같은 합법적 문서를 구비하였음을 명시한 산림 조사 및 산림 관

리부(DIAF)의 기술 보고서: 임대 계약, 벌채 허가로써 벌채 승인서, 벌목세 및 수수료 지불증

▪ 산림 통제에 대한 독립 관찰기관 보고서

  

 소규모 벌채 허가/영세 허가로만 벌채한 목재

▪  소규모 벌채 허가 / 영세 허가

▪  산림청 담당자의 관리 임무 보고서

▪  담당 공무원 의사록 

▪  국경 관리 조사관 의사록  

▪  산림 규제에 대한 독립 관찰기관 보고서

땔감 및 숯 전용 허가서로 벌채된 목재

▪ 땔감 숯 벌채 허가

▪ 산림청 담당자의 관리 임무 보고서

▪ 담당 공무원 의사록 

▪ 국경 관리 조사관 의사록  

▪ 산림 관리에 대한 독립 관찰기관 보고서 

 * 국가, 지방 및 지역 시민 사회에 대한 NGO 모니터링 

보고서: www.radiookapi.net/mot-cle/exploitation-forest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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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테고리 서류

1.5 벌채 지불

▪ 납세 번호증(예 8)

▪ 벌채세 납부 증명서 (영수증)

▪ 산림법이 요구하는 모든 세금 및 로열티 현금 지불 증명서 및 입금 전표

▪ 서면 결제에 대한 차변 통지서 및 결제 증명서 

▪ 계약자가 서명한 수금서 또는 보증금

▪ 매년 6월 30일까지 지불하는 시행세 및 연간 보상세 입금 전표

▪ 수종가 m3 당 1.25 %의 비율로 임업사가 지불하는 예금 전표 및 벌채세, 

1.6 부가가치세 및 기타 판매세 

▪ 납세 번호 (예 8)

▪ 판매 계약 송장

▪ 구매, 판매 및 수출 승인

▪ 산림청의 목재 구매 및 판매에 대한 계약 검증 보고서

▪ 목재 수출 증명서/신고

▪ 부가가치세 징수

▪ 추가 세금 차변표

1.7 소득세 

▪ 납세 번호증 (예 8)

▪ 산림 지역에 대한 수수료 차변증 (예 10)

▪ 산림 지역에 대한 수수료 징수증 (예 9)

▪ 수출세 차변증

▪ 수출세 징수증

        

세금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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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테고리 서류

1.8 목재 벌채

일반 벌채 허가증으로 벌채한 목재

▪ 산림청이 승인한 산림 관리 계획

▪ 회사가 보유한 벌채 등록

▪ 정부가 승인한 연간 운영 계획- 해당기업의 연간 벌채 구역과 주요 도로 위치가 기재된 지

도 첨부. 

▪ 특정 관리 대상 종 목록

▪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분기별 보고 목재량

▪ 관리 계획에서 5주년 단위로 주요 도로 네트워크 계획서 및 작성된 지도

▪ 관할 산림 당국이 문서로 승인한 해당 지도를 근거로 하여 계획된 2차 네트워크

소규모 벌채 허가 / 영세 허가 또는 땔감과 숯 벌채 허가를 받은 목재의 경우

▪ 회사가 보유한 벌채 등록

▪ 특정 벌채 대상 종 목록 (최소 직경을 지키는지 확인)

▪ 분기별로 보고된 목재량

1.9 보호 지역과 종 

일반 벌채 허가에 따라 벌채된 목재

▪ 보호종 수출 허용 CITES허가 

▪ 운영 계획 (금지 종 목록 포함)

▪ 산림 관리 계획 (법에 따라 보호 구역을 설명하고 포함시켜야 함)

 목재 벌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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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목재량 보고서

▪ 콩고 자연 보호 연구소의 보고

1.10 환경 요구 사항 

일반 벌채 허가 또는 소규모 벌채 허가/ 영세 허가에 따라 벌채된 목재

▪ 환경 영향 평가

▪ 국가 또는 중앙 차원에서 발행된 일반 목재 라이센스인 경우 환경부에서 승인한 환경 관리 

계획서. 주 차원에서 발행된 영세  벌목 허가에 대해서 지방 주지사의 승인서. 

▪ 환경 영향 연구 사본

▪ 상기 국가 및 지방 당국에서 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방안 실행을 확인하여 승인한 문서

▪ 기업 환경 정책

▪ 야생동물 고기의 사냥, 소비 및 운송관련 회사 규정

1.11 건강과 

안전

▪ 직원 건강 및 안전 조건 준수 증명서

▪ 노동 조사관이 검증한 벌채 허가

▪ 오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되었

는지 확인하여야 함(해당되는 경우).

▪ 산림당국이 승인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내 위원회의 연례 활동 보고서

▪회사가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노동 감독원 보고서

▪상기 검사에 대한 행정 담당자의 업무 보고서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선서에 따른 임원 및 공무원의 의사록

1.12 합법 고용

▪ 회사와 직원이 서명하고 노동청에서 확인한 계약

▪ 회사와 직원이 서명하고 외국인 고용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 NISS(사회보장기관)에 직원 등록이 된 단체로써 NISS 가입 번호 증명서(예 12)

▪ 사회 보장 기관 (INSS) 직원 등록 카드

▪ 직원의 출생 증명서

▪ 건강 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 상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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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직원의 이름, 성 및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목록

▪ 노동 감독원 보고서

▪ 행정 담당자의 관리 임무 보고서

▪ 담당 공무원 의사록 

▪ 임업 관리에 대한 독립 모니터링 보고서

법률 카테고리 서류

1.13 관습권

▪ 관리 공무원의 통제 임무 보고서

▪ 산림공무원과 관련공무원 회의록 

▪ "기술이 동등할 시, 갈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법에 따라 

현지 고용이 의무이므로, 지역 및 원주민 사회의 일원을 고용했다는 벌채회사 작성서류 

▪ 직원 급여 명세서

▪ 고용 계약

▪ 지역 및 원주민 커뮤니티의 자원에 대한 권한을 명시한 관리 계획서

▪ 지역 사회 및/또는 원주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경제적 평가가 포함된 산림 운영 계획 

▪ 벌목 회사 및 지역 또는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서명한 비용 서류

▪ 독립 관찰기관의 산림 관리 보고

▪ 산림 분쟁위원회 의사록

▪ 단체 협약

제 3 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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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사전 동의  ▪  비해당 

1.15 원주민의 권리  ▪  비해당 

법률 카테고리 서류

1.16 종, 수량, 품질의 분류

▪ 현장 수첩 

▪ 판매 문서

▪ 관리 요원의 관리 임무 보고서

▪ 담당 공무원 회의록 

▪ 독립기관의 산림 보고서

1.17 무역 및 운송

▪ 유통 허가 (등록 증명서 또는 핑크 카드)

▪ 자동차 보험

▪ 운송 허가

▪ 판매 문서

▪ 법정 도로 적용성 시험 증명서

▪ 운전 면허증

▪ 벌채 허가 (해당 허가서)

▪ 현장 수첩

▪ 관리 요원의 규제 임무 보고서

▪ 담당 공무원 의사록

무역 및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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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독립 관찰기관 보고서

1.18 해외 거래 및 이전 가격

▪ 목재 구매, 판매 및 수출 승인

▪ 수출 확인 증명서 및/또는 수출 준비 관련 일괄 보고서

▪ 수출세

▪ 송장

▪ 차변표, 징수약속어음

▪ 수출용 일괄 보고서 

▪ 포장 명세서

1.19 세관 규정(수입 수출)

▪ 수출 증명서

▪ 수출세

▪ 침엽수 구매, 판매 및 수출 승인

▪ 확정된 구매기업과의 판매 계약

▪ 차변표 및 어음

▪ 수출용 일괄 보고서 

▪ 포장 명세서

1.20 CITES

▪ CITES 보호 종 수출 허용서

▪ 특수 관리로 제출된 종 목록

▪ 목재량 3개월 단위 보고

▪ 콩고 자연 보호 연구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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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위험 평가 및 위험 완화 가이드에 명시된 콩고 민주 공화국의 목재에 대한 

법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서는 문서의 목적과 내용, 문서의 적용대상, 문서 발행 및 서명처, 문서가 

합법한지 확인할 때 주요 점검 사항, 목재 공급망 실사를 할 때 문서 활용법 등

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예시 문서마다 요점을 번역하였습니다.

예 1 일반 벌채 허가 

예 2 산림 임대 계약

예 3 산림 관리 계획

예 4 산림조사서 

예 5 산림 조사 승인 통보 + 적합성 인증서+ 평가 보고서실시 

예 6 임대의 사회 경제적 진단과 사회적 영향(임대의 사회 경제적, 사회적 영향 진단)

예 7 사회 조항의 합의 

예 8 세금 번호

예 9 해당 산림구역의 수수료 지불에 대한 확인서

예 10 해당 산림 지역에 대한 수수료의 차변표 

예 11 등록 증명

예 12 INSS(국가사회보장기관) 직원 등록 기관 가입 번호 

콩고 민주 공화국의 목재 합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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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 일반 벌채 허가

적용 대상 : 2016년까지 산림 임대 목재

면제 : 다른 지역의 목재 (산림 임대 금지)

문서의 목적 및 내용 : 벌채 허가는 벌채 전에 필요하며 합법적인 벌채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허가는 산림부에서 부여합니다. 나무를 벌채하는 동안 소지자는 

허가서에 의해 허용된 시간, 면적, 종 및 수량을 따라 벌채해야합니다. 벌채 허

가의 내용에는 허가 번호, 벌채 위치, 종, 벌채 지역 (항상 1000 ha) 및 재고량, 

벌채 기간 및 허가기관이 포함됩니다. 벌채 허가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유효합

니다.

 

문서 보유자 : 벌채 임대 

발행 기관 :  산림청장

필수 서명 :  산림 장관이 발행하고 서명.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문서의 날짜가 운송일 이전입니까?

□ 합법한 기관에서 서명을 하였습니까? 

□ 벌채 허가서에는 어떤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서 소지인의 이름이 VAT 인보이스의 판매자 이름과 동일합니까?

□ 벌채량이 송장 내 운송량과 같거나 큽니까?

□ 송장 및 운송 허가서와 동일한 종입니까?

□ 벌채 장소가 운송 출발지와 같거나 근처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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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번호

종   

  계약 번호 회사  이름

 기간

대지표면 (1000ha)

종당 수량

벌채 지역 (지역, 영토, 
대지, 지구, 구획)

 기관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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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 산림 임대 계약

적용 대상 : 산림 임대의 목재

면제 : 다른 지역의 목재 (산림 임대 금지)

문서의 목적과 내용 : 양 당사자(임대 보유자와 정부)의 임대에 대한 산림 관리/

벌채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사항은 근접 지역 공동체와의 

사회적 조항이며, 영업권 보유자가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행정부가 승인하였습니다. 

계약은 25년 동안 발행될 수 있고, 다양한 법적 의무와 조항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문서 보유자 : 산림 임대권자 / 임업 회사

발행 기관 : 산림청 장관(환경‧자연 보전 관광부)

필요 서명 : 이 문서는 산림장관과 산림 임대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해당 기관의 서명 날인이 있습니까?

□ 계약에 어떤 영역(섹터, 영토, 지구 및 지방 및 경계)이 포함됩니까?

□ 문서 날짜가 목재 운송일 이전입니까?

□ 소유자의 이름이 송장의 판매자 이름과 동일합니까?

□ 계약서에 관리 계획(행정 승인)과 인근 지역 사회와의 사회적 조항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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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권 보유자의 이름

 지대(헥타르)

  행정 구역

임대 계약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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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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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서명

    임대인 서명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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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 산림 관리 계획서

적용 대상 : 산림 임대 목재

면제 : 그외 지역의 목재 (산림 임대 금지)

문서의 목적 및 내용 : 산림 관리 계획서는 관리할 지역, 지도 및 산림목록, 목

재 벌채를 위해 해야할일 등을 파악하여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한, 산림 관리 계

획서에는 해당 산림 또는 근접 지역의 공동체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프

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서 보유자 : 산림 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발행 기관 : 산림 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서명 필요 : 산림 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산림 관리 계획서는 유효문서로써 승인을 받았습니까?

□ 유효 기간 내 문서입니까?

□ 목재원산지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산림 관리 계획에 사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허용되는 벌채량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 계획서 산출상, 벌채량이 성장량보다 적습니까?

□ 산림종류가 허용되는 산림 종류입니까?

□ 자연 보호 구역/종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자연 보호 구역/종이 있을 경우, 보호 조치가 있습니까?



- 38 -

 지역/산림/임대

     기간

  임업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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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리 계획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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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산림조사서 (Plan de sondage de l' 

inventaire de l' aménagement) 

적용 대상 : 산림 임대의 목재

면제 : 다른 지역의 목재(산림 임대 금지)

문서의 목적 및 내용 : 산림조사서는 권장량, 산림목록 및 품종 정보, 중요 지역 

및/또는 멸종 위기 종의 목록을 포함한 전체 목재 목록을 보고합니다. 측량의 강

도는 관리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 보유자 : 산림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발행 기관 : 산림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서명 필요 : 산림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해당 지역/임대계약이 운송 문서에 포함된 것과 동일합니까?

□ 허용 벌채량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 계획서 계산상 벌채량이 성장량보다 적습니까?

□ 벌채한 종/수량이 산림 재고 보고서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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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회사명

  지대 (헥타르)

지역 / 산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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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 : 산림 조사 승인 통보 + 적합성 인증서 + 평가보고서  

적용 대상 : 산림 임대에서 나오는 목재

면제 : 다른 지역의 목재 (산림 임대 금지)

문서의 목적과 내용 : 임대를 통해 산림조사가 승인되었음을 산림 임대권보유자

에게 알리는 공식 문서. 특정 및 의무 조항을 포함한 적합성 인증서가 부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부분에서의 모든 관찰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관할 기관이 평가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문서 보유자 : 산림청 장관 (환경‧자연 보전 관광부 장관)

발행 기관 : 산림청 장관 (환경‧자연 보전 관광부)

서명 필요 : 산림청 장관 (환경‧자연 보전 관광부)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날짜가 관리 계획의 승인 날짜 이전입니까?

□ 임대 계약 번호가 정확하고, 관리 계획서에 포함된 번호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 공식 문서가 맞고 관할 기관이 서명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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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계약 번호 

   일시

임대권보유자

 관할 기관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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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임대 및 경계/
지역(헥타르) 정보

 임대권보유자/산림 
회사의 데이터

  임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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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기관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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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회사

  평가 사항

 의견/개선점

  위치 

 임대명

 표면 (헥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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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기관의 역할 및 서명

 결론 및 검증을 위한 권장 사항

 관할 기관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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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장의 서명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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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 : 임대의 사회 경제적 진단 및 사회적 영향

적용 대상 : 산림 임대에서 나오는 목재

면제 : 다른 지역의 목재 (산림 임대 금지)

문서의 목적 및 내용 : 산림 관리 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임대계약 관련 근접 

지역사회를 평가하고 임대와 그 영향으로 인한 영향, 임대 계약 기간 동안 따라야 

할 권리 및 사회 조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의 사회 경제적 진단 및 사회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문서 보유자 : 산림 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발행 기관 : 산림 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필수 서명 : 산림 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진단 날짜가 산림 관리 계획의 승인 날짜 이전입니까?

□ 임대 지역은 목재 원산지와 같은 지역입니까?  

□ "인접한 지역 사회와 관련된 사회적 조항"은 수행 진단 및 평가를 반

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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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명

명칭/임대권보유자/
임업회사

지역/구역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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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 : 사회 조항의 동의

적용 대상 : 산림 임대에서 나오는 목재

면제 : 다른 지역의 목재 (산림 임대 금지)

문서의 목적 및 내용 : 목적은 지역 사회와 원주민의 이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및 사회 경제 인프라와 관련된 임대권자의 참여를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서 보유자 : 산림 임대권보유자/임업 회사

발행 기관 : 행정 및 관례기관

필수서명 : 산림 관리인/임업 회사, 지역 사회 및 원주민, 산림 관리, 시민 사회, 

지역 담당자 및 '국가 관리 및 모니터링 위원회'의 기타 담당자.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 모든 당사자가 문서에 서명했습니까?

□ 명기된 산림 및 지역/사회가 목재의 원산지와 동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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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명과 상태
그리고/또는 원주민

 숲 소유권 번호

산림 상황

명칭/임대권보유자
/산림회사

표면 (헥타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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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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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 및 병원/학교 
장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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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회와 원주민 서명

 임대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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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당국 서명  

 시민 사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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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관리 및 모니터링위원회의 기타 
위원의 서명

 구역 담당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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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8 : 납세번호 

적용 대상 : 모든 산림 회사

면제 : 아니오

문서의 목적 및 내용 : 이 문서의 목적은 산림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송장에 

포함되는 세금 번호의 통지입니다.

문서 보유자 : 재무부

발행 : 재무부

서명 필요 : 재무부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이름과 NIF (세금 번호)가 목재 송장의 것과 동일합니까?

□ 관할 기관의 서명과 재무부 날인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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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번호 (NIF)

 세금 번호 (NIF)

 산림 회사명 

 관할 기관의 서명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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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9 : 해당 산림구역의 수수료 지불 확인서 

적용 대상 : 모든 산림 회사

면제 : 아니오

문서의 목적과 내용 : 본 문서의 목적은 모든 회사의 산림 지역 요금에 대한 

세금 납부 증명입니다. 은행 송금서 및 은행이 발행한 결제 확인서입니다. 

문서 보유자 : 재무부

발행 : 재무부

필요한 서명 : 재무부, 산림 회사 및 은행.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산림 회사의 이름이 목재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동일합니까? 확인서 

표면의 지불 금액이 지불될 금액과 일치합니까?

□ 세무서(금융), 산림 회사 및 은행 기관이 문서에 서명했습니까?

□ 은행 송금 및 지불 신고서에 포함된 금액이 지불확인서에 포함된 금액

과 동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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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대한 설명

금액

금액

일시  관할 기관의 서명 
및 날인

 산림 회사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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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회사명

 수혜자 성명 (부처)

금액



- 70 -

 산림 회사명
금액

 확인증 번호

 은행의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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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0 : 해당 산림 지역의 수수료 차변표

적용 대상 : 모든 산림 회사

면제 : 아니오

문서의 목적 및 내용 : 본 문서의 목적은 산림 회사의 해당 산림 지역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차변 금액을 알리는 것입니다.

문서 보유자 : 산림 장관

발행 기관 : 산림장관

필요한 서명 : 산림 장관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차변 메모에 포함 된 금액이 산림 회사가 지불한 금액과 동일합니까? 

□ 수확 면적이 산림 관리 계획/AAC(assiette de coupe annuelle)에 포함

된 것과 동일합니까? 

□ 날짜/년이 벌채 지역 계획서와 일치합니까? 

□ 이 문서에 포함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결제가 완료되었습니까?



- 72 -

금액

산림 회사 이름, 임대 
구역 및 주소 

연도

산림 구역, 
표면(헥타르) 및 

구역 수수료 

관할 기관의 서명 및 도장 

지불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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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목적과 활동 설명

등록 번호

 관할 기관의 서명 및 도장

 산림 회사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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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1 : 상업법원 등록 

적용 대상 : 모든 산림 회사

면제 : 아니오

문서의 목적 및 내용 :이 문서의 목적은 회사가 법규를 제시하고 상업 법원에 

등록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서 보유자 : 상업 법원

발행 기관 :  상업 법원

필요한 서명 : 상업 법원의 관할 기관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등록된 업체입니까? 

 □ 등록 건수가 송장에 포함된 것과 동일합니까?

 □ 회사의 목적과 활동이 문서에 올바르게 등록되어 실제와 일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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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목적과 활동 설명

설립회사 명칭

등록 번호

관할 기관의 서명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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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2 : 국가사회보장기관(INSS)에 직원을 등록한 

법인의 INSS등록 번호 통지서

적용 대상 : 모든 산림 회사

면제 : 아니오

문서의 목적 및 내용 : 이 문서의 목적은 해당 회사의 전체 직원이 사회 보장 

기관에 등록되었음을 알리는 등록번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서 보유기관 : INSS (국가사회보장기관)

발행 : INSS 

서명 필요 : INSS 

문서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 INSS의 담당 관할 기관의 서명 날인이 있습니까?

□ 법인 소속 번호가 회사에서 알려준 번호와 동일합니까?

□ 적법기관의 유효문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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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회사명

  번호 등록

관할 기관의 서명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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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재 거래 지원은 EU 목재 규정의 필수 사항에 대한 지식, 도구 및 교육

으로 유럽의 목재 관련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NEPCon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니셔티브입니다. 취급하는 목재의 원산지를 아는 것은 산림뿐만 아니라 비지니

스에도 유익한 일입니다. 공동 이니셔티브는 유럽 연합의 LIFE 프로그램과 영국 

정부의 영국 원조에 의해 지원됩니다. 

NEPCon (자연 경제 및 사람을 연결)은 지속 가능성을 공고화하기 위한 

약속과 역량을 구축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써, 각 파트너 기관과 함께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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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Commission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does not constitute 

endorsement of the contents which reflect the views only of the authors, and the Commission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use which may be mad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This material has been funded by the UK aid from the UK government; however the views 

expresse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UK government’s official policies.  

NEPCon has adopted an “open source” policy to share what we develop to advance sustainability. 

This work is publish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3.0 license.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document, to deal in the 

document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and/or distribute copies of the document,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document. We would appreciate receiving a copy of any modified version.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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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ocument Guide 

This is a list of the documents that can help to indicate legal harvest, transport and trade are required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list is useful to any company wishing to assure themselves that the timber they are buying is legal. This document consists 

of: 

1. A list of legally required documents divided up into sections on legal rights to harvest; taxes and fees; timber harvesting 

activities (including health and safety and legal employment); third parties’ rights; and trade and transport.  

 

2. Copies of key documents, and a guide to their content and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ir authenticity. 
 

It is important to know which type of harvest permit has been used to harvest the timber you source, as this determines which other 

documents can be used to indicate legality for some sub-categories of law. The following permit types are used: 

• Ordinary harvesting permit (Autorisation de coupe industrielle du bois d’oeuvre) (granted for a forest concession until 2016). The 

individual permits are maximum 1000 ha each. 

• Industrial harvesting permit (Permis de coupe industrielle de bois d’oeuvre) (granted for a concession, based an Annual 

Operational Plan (Plan annuel d’opérations), compliant with the forest management plan) 

• Small-scale harvesting permit/artisanal permits (granted for communal forests-no more than 50ha, or within a forest management 

unit, 100 to 500 ha)  

• Permit for harvesting fuel wood and charcoal (granted to any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for the communal forest-1 permit 

/year/person) 

The types of harvest permit are referred to in the list of documents where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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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ights to Harvest 

 

Legal category 

 

Documents 

1.1 Land tenure and 
management rights 
 
 
 
 
 

 

For all timber 
▪ Land Application Form 
▪ Renting contract 
▪ Temporary occupation contract  
▪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the real land and property rights 
 
Court of Commerce registration (Example 11) is not needed for land tenure or management rights, but is useful for 
determining whether companies are legally registered. 
 

Overview of Legal 

Categories 

• Third Parties’ Rights   10 

• Trade and Transport  11 

• Example documents  13 

• Legal Rights to Harvest  04 

• Taxes and Fees  07 

• Timber Harvesting Activitie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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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imber from concessions only 
▪ Land right concession contract, established over the genuine title registration certificate 

1.2 Concessions For timber from concessions only 

▪ Forest concession contract signed by the Minister of Central Government responsible for forestry, approved by 
decree, relating to areas above 300,000 ha and below or equal to 400,000 ha; approved by a law concerning areas 
above 400,000 up to 500,000 ha (Example 2) 

▪ Letter from the Minister: the concession allocation through private arrangements can only be effected if based on a 
supporting letter from the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 Approved forest management plan (Example 3) - Technical and social studies within the forest management plan 
shall be available  

▪ Forest Management Plan (4 years) during preparation of the long-term forest management plan (25 years). 
▪ Cahier de charges (social clauses with adjacent local communities) signed by both parties (Example 7) 
▪ Final list (overview table) of titles showing a favourable recommendation of conversion of the old forestry titles by 

the Inter-Ministerial Commission (CIM)  
▪ Minutes of conclusions of proceedings of CIM (first and second session) 

 

1.3 Management and 
harvesting planning 

For timber from concessions 

▪ Forest Management Plan (25 years) (Example 3) 
▪ Quinquennial Forest Management Plan (5 years) 
▪ Annual Forestry Operations (1 year) 
▪ Forest inventories reports (Example 4)  
▪ Certificate of compliance for the sampling plan by the Forest Authorities Committee counting as members: The 

Director of Department of Forest Inventories and Forest Management, the Head of the Forest Management Plan 
Division, the Head of the Forest Mapping Division, the Director of Forest Management, the Director for Wildlife 
Resources and Hunting, the Director for Forest Land Registry, and the Director for Forest Controls and Inspections 
(Example 5)  

▪ Socio-economic diagnosis and social impact of the concession (Example 6) 

1.4 Harvesting permits 
 

For timber from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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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inary harvesting permit (Example 1) (until 2016) 
▪ Industrial harvesting permit (forest concessions with a forest management plan, after 2016). 
▪ Reports of control missions of officials from the forestry administration 
▪ Minutes of proceedings of officers' and officials under oath 
▪ Minutes of proceedings of border control inspectors 
▪ Technical reports from the Department of Forest Inventories and Forest Management (DIAF), mentioning the 

acquisition by the forestry logging company of the following legality documents: Concession contract, logging 
authorization as a harvesting permit, logging tax and fee payment note 

▪ Independent Observer reports of forest controls  
 
For timber harvested under a Small-scale harvesting permit/artisanal permit only 

▪ Small-scale harvesting permit/artisanal permits 
▪ Reports of control missions of officials from the forestry administration 
▪ Minutes of proceedings of officers' and officials under oath 
▪ Minutes of proceedings of border control inspectors 
▪ Independent Observer reports of forest controls  
 
For timber harvested under a permit for harvesting fuel wood and charcoal only 

▪ Permit for harvesting fuel wood and charcoal;  
▪ Reports of control missions of officials from the forestry administration 
▪ Minutes of proceedings of officers' and officials under oath 
▪ Minutes of proceedings of border control inspectors 
▪ Independent Observer reports of forest controls  
 
* NGO monitoring reports on national, provincial and local civil society, as sometimes available on: 
www.radiookapi.net/mot-cle/exploitation-forestiere 

  

http://www.radiookapi.net/mot-cle/exploitation-forest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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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s and Fees 

Legal Category 
 

Documents 

 

1.5 Payment of harvesting 
royalties and fees 
 

▪ Letter of tax number (Example 8) 
▪ Proof of payment (receipt) of Harvesting tax 
▪ Deposit slip and certificate of payment for the payment in cash of all taxes and royalties required by the Forest Code 
▪ Debit notice and certificate of payment for the payment in writing 
▪ Collection note or deposit signed by the contractor 
▪ Deposit slip for the implementation tax and the annual compensatory tax payable at the latest by 30 June of each 

year 
▪ Deposit slip and harvesting tax payable by the forestry company, at the rate of 1.25% per m3 of the value of the 

species 

1.6 Value added taxes and 
other sales taxes 
 

▪ Letter of tax number (Example 8) 
▪ Sales contract-invoice 
▪ Purchase, sale and export authorization 
▪ Contract validation report of timber purchase and sale from the Department of Forest Management 
▪ Timber export certificate/declaration 
▪ Note of collected VAT 
▪ Debit note of the added tax 

1.7 Income and Profit 
Taxes 
 

▪ Letter of tax number (Example 8) 
▪ Debit note of the fee on forest area (Example 10) 
▪ Note of fee collection on forest area (Example 9) 
▪ Debit note of the export tax 
▪ Note of collection of expor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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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ber Harvesting Activities 

 

Legal Category 

 
Documents 

1.8 Timber Harvesting 
Regulations 

For timber harvested under an Ordinary harvesting permit only 

▪ Forest Management Plan approved by the Forest Administration 
▪ Logging Register held by the company 
▪ Annual operation plan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with a map identifying the annual cutting area and location 

of the main roads of the company 
▪ List of species subject to specific management 
▪ Quarterly reported timber volum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 Main roads network planning and mapping in the quinquennial units and in the management plan 
▪ Secondary network planning based on the prospecting map approved by the reports from the Competent Forest 

Authorities 
 
For timber harvested under a Small-scale harvesting permit/artisanal permit or Permit for harvesting fuel wood and 

charcoal 

▪ Logging Register held by the company 
▪ List of species subject to specific harvesting (verify the minimum diameters are respected) 
▪ Quarterly reported timber volume  

1.9 Protected sites and 
species 
 

For timber harvested under an Ordinary harvesting permit 

▪ CITES permit for export of protected species 
▪ Operation plan (include the list of prohibited species) 
▪ Forest management plan (where protected areas are described and included following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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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rterly timber volume reports 
▪ Report from the Congolese Institute of Nature Conservation 

1.10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timber harvested under an Ordinary harvesting permit or a Small-scale harvesting permit/artisanal permit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en it is an ordinary timber license 

issued at a national or central level. That same plan is approved by the Provincial Governor for artisanal logging 
permits issued at the provincial level. 

▪ Copies of environmental impact studies 
▪ Documents approved by the aforementioned national and provincial authorities certifying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 Corporate environmental policy 
▪ Corporate rules on hunting, consumption and transportation of bush meat 

1.11 Health and safety ▪ 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for employees 
▪ Logging permits validated by the Labour Inspectorate 
▪ All requirements on prevention of air and water pollution shall be followed and are verified through reports 

monitoring pollution (when applicable) 
▪ The annual activity report from the company’s Committee on health and safety, approved by the forestry 

authorities;  
▪ The Labour Inspectorate report must verify the company’s conformance with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 A mission report of the administration officers on the inspections above; 
▪ Minutes of proceedings of officers' and officials under oath related to health and safety. 

1.12 Legal employment ▪ Contracts signed by the company and the employees and verified by the National Employment Office (ONEM)  
▪ Contracts signed by the company and the employees cover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of Foreigners’ 

Employment; 
▪ Notification of affiliation number of the entity of registration of employees on INSS (National Institute Social 

Security) (Example 12) 
▪ Registration cards of employees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INSS)  
▪ Birth certificate of employees 
▪ Certificate of physical con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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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indicating names, surnames, and birth date of each employee 
▪ Labour Inspectorate report 
▪ Report of control missions of the administration officers 
▪ Minutes of proceedings of officers' and officials under oath 
▪ Independent Monitoring report on forestry control  

  

 

 

Third Parties’ Rights 

 

Legal category 

 
Documents 

1.13 Customary rights ▪ Reports of control missions by administration officials  
▪ Minutes by forest administration agents and of officials under oath 
▪ Statements of hiring members of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made by the logging companies, since the law 

requires local hiring: "With equal skill, labour should be recruited primarily in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mitigate 
the risk of conflicts" 

▪ Pay slips for employees 
▪ Employment contract 
▪ Management plans identifying resources rights of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 Within the Forest management plan a socio-economic assessment relating to local communities and / or indigenous 

peoples shall be developed 
▪ Expense papers signed by the logging companies and local or indigenous communities 
▪ Reports of the independent observer of forest control 
▪ Minutes of the commission of forest disputes 
▪ Collec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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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 N/A 

1.15 Indigenous peoples’ 
rights 

▪ N/A 

  

 

Trade and Transport 

Legal category 
 

Documents 
 

1.16 Classification of 
species, quantities, 
qualities 

▪ Field book 
▪ Sales documents  
▪ Report of the control missions of the administration agents 
▪ Minutes of proceedings of officers and officials under oath  
▪ Reports from the Independent Observer of forests 

1.17 Trade and transport ▪ Circulation permit (registration certificate or pink card) 
▪ Automobile insurance 
▪ Transport permit 
▪ Sales documents  
▪ Certificate of statutory roadworthiness test 
▪ Driver’s license 
▪ Harvesting permit (the applicable one) 
▪ Field book 
▪ Report of the control missions of the administration agents 
▪ Minutes of proceedings of officers and officials under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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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from the Independent Observer of forests 

1.18 Offshore trading and 
transfer pricing 

▪ Authorisation to purchase, sell and export timber 
▪ Certificate of verification of export and/or the batch report ready for export 
▪ Export tax 
▪ Invoice  
▪ Debit and collection note 
▪ Batch report ready for exportation 
▪ Packing list 

1.19 Customs Regulations 
(Import/export) 

▪ Export certificate 
▪ Export tax 
▪ Authorisation to purchase, sell and export softwoods 
▪ Contract of sale with a confirmed buyer 
▪ Debit and collection note 
▪ Batch report ready for exportation 
▪ Packing list 

1.20 CITES 
 

▪ CITES permit for export of protected species 
▪ List of species submitted to a particular management 
▪ Trimestral declarations of the volumes of timber 
▪ Report from the Congolese Institute of Natur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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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examples of key documents that can be used to mitigate legality risks for timber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s identified in the Timber Risk Assessment and 

the Risk Mitigation Guide, are listed below.  

Each of these documents will be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documents, who the document is applicable for, who issues and signs the document 

and well as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validity of the documents and using it 

when doing due diligence on one’s timber supply chain. Lastly an example of the 

document is presented with translation of main focus areas.  

 

Example 1 Ordinary harvesting permit (Autorisation de coupe industrielle du bois 

d’oeuvre) 

 

Example 2 Forest concession contract 

Example 3 Forest Management Plan 

 

Example 4 Forest inventories reports (Plan de sondage de l’inventaire de 

l’aménagement) 

Example 5 Notification of forest inventories acceptance (Notification acceptation du 

plan de sondage) + Certificate of conformity (attestation de conformité) 

+ assessment report (rapport d’évaluation) 

Example 6 Socio-economic diagnosis and social impact of the concession 

(diagnostic socio-economique et d’impact social de la concession) 

Example 7 Agreement of social clauses (accord clause sociales du cahier de 

charges) 

Example 8 Letter of tax number (lettre d’attribution du numéro d’impot) 

Example 9 Perception note of the payment of the fee area (Note de perception 

paiement de la redevance de superficie) 

Example 10 Debit note (note de débit) 

Example 11 Deposit the Registry (dépôt au Greffe) 

Example 12 Notification affiliation number of the entity of registration of employees 

on INSS (National Institute Social Security) (Notification numéro 

d’affiliation de l’entité d’immatriculation des employés à l’INSS (Institut 

National de Sécurité Sociale) 

 

 

                                                    
 
 
 
 
 
 

What documents can you 

use to indicate timber 

legality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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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Ordinary harvesting permit 

(Autorisation de coupe industrielle du bois 

d’œuvre) 
 

Applicable for: Timber from forest concessions until 2016 

Exemption: Timber from other areas (no forest concessions)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harvesting permit is required prior to harvesting 

and provides evidence of legal harvesting. This permit is granted by the ministry of 

forests. While harvesting trees, holders must act according to the required period of 

time, area, species, and volume allowed by the permit. Contents of the harvesting 

permit include the permit number, harvest location, species, harvest area (always 1000 

ha) and stock volume, time period of harvesting, and authorized organisation. 

Harvesting permits are normally valid for at least one year.  

Holder of document: Harvesting concession  

Document issued by: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Signature required by: The document shall be issued and signed by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Is the date on the document prior to the date of transport? 

 Has the signature been provided by the applicable authority?  

 What area is included in the harvesting permit?  

 Is the name of the holder the same as the seller’s name on the VAT invoice?  

 Is the harvest volume equal to or greater than that in the invoice and 

transportation permit?  

 Is the species the same as that in the invoice and transportation permit? 

 Is the harvesting location the same as or near to the starting place for 

trans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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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 number 

Company name Contract number 

Period of time 

Surface (1000 ha) 

Area for harvesting 

(region, territory, plot, 

district, sector) 

Signature and stamp by 

authority 

Species 

Volumes per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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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2: Forest concession contract  
 

Applicable for:  Timber from forest concessions  

Exemption: Timber from other areas (no forest concessions)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Establish the forest management/harvesting rights of 

a concession of both parties (concessionaire and ministry). Attached to the contract is a 

“cahier de charges” (social clauses with adjacent local communities), and management 

plan prepared by the concessionaire and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The contract is 

issued for 25 years. The contract can be renew based on different legal obligations and 

clauses. 

Holder of document: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Document issued by: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Minister of Environmental, 

Nature Conservation and Tourism) 

Signature required by: The document shall be signed by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and the forest concessionaire.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Have the stamps and signature been given by applicable authority?  

 Is the date on the document prior to the date of transport of timber?  

 What area (sector, territory, district and province and delimitations) is included in 

the contract?  

 Is the name of holder the same as the seller’s name on the invoice? 

 Has the contract attached as annex the management plan (approved by 

administration) and the “cahier de charges” (social clauses with adjacent local 

communities) 

 

 

 

  



   

17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imber Document Guide l Version 1.0 

 

 

 

 

 

Administrative location 

Surface (hectares) 

Name of concessionaire 

Number of concess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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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elimitation 



   

19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imber Document Guide l Vers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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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ignature of concessionaire 

Signature of 

fores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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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3: Forest Management Plan  
 

Applicable for:  Timber from forest concessions  

Exemption: Timber from other areas (no forest concessions)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forest management plan establish the goals and 

objectives, including a context of the area to be managed, maps and inventory and 

activities to be implemented for timber harvesting. Also, a social programme need to be 

included on the forest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rights from communities based 

close or within the forest area. 

Holder of document: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Document issued by: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Signature required by: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Is the forest management plan valid and approved? 

 Is the plan in the valid time period? 

 Is the forest where timber comes included on the management plan? 

 Is there a social programme included on the forest management plan? 

 Is the allowable harvesting volume indicated? 

 Based on the calculation in the plan, is the harvest volume lower than the growth 

 amount? 

 Does the forest type an allowed harvesting forest type? 

 Are there any natural protected areas/species? 

 If applicable, are there any measures of protecting the protected areas/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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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f time 

Area/forest/concession 

Name fore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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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content of the 

Forest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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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4: Forest inventories reports (Plan 

de sondage de l’inventaire de 

l’aménagement)  
 

Applicable for:  Timber from forest concessions  

Exemption: Timber from other areas (no forest concessions)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forest inventories reports establish a complete 

timber inventory with fill volume, stocking and species information; an inventory of 

critical areas and/or endangered species. The intensity of the survey can vary depending 

on the management interests. 

Holder of document: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Document issued by: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Signature required by: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Is the area/concession the same as the one included on the transport document? 

 Is the allowable harvesting volume indicated? 

 Based on the calculation in the plan, is the harvest volume lower than the growth 

 amount? 

 Does the species/volume harvested matched with the ones include on the forest 

invento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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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forest 

company 

Area/forest/concession 

Surface (hect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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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5: Notification of forest inventories 

acceptance (Notification acceptation du plan 

de sondage) + Certificate of conformity 

(attestation de conformité) + assessment 

report (rapport d’évaluation) 
 

Applicable for:  Timber coming from forest concessions  

Exemption: Timber from other areas (no forest concessions)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Official document that notify to the forest 

concessionaire that the forest inventories from concessions have been approved. Include 

in annex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including some specific and obligation clauses. 

Also, an assessment report is giv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order to include all 

observation from the different points assess. 

Holder of document: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Minister of Environmental, 

Nature Conservation and Tourism) 

Document issued by: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Minister of Environmental, 

Nature Conservation and Tourism) 

Signature required by: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Minister of Environmental, 

Nature Conservation and Tourism)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Is the date before the approval date from the management plan? 

 Are the concession contract numbers correct and related with the ones include on 

the management plan? 

 Is the document official and sig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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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oncessionaire 

Number of concession contracts 

Signature by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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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concessions 

Data from the 

concessionaire/forest 

company 

Data from the forest 

concession and 

limits/area (hect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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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by competent authority 



   

37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imber Document Guide l Version 1.0 

 

 
 

 

 

 

 

Concession names 

Forest company 

Localisation 

Surface (hectares) 

Observations/need to improve 

Points a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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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validation 

Function and signature of competent authorities 
name of competent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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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and stamp from the chief of competent authority 



 
 
 
 
 

4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imber Document Guide l Version 1.0 

 

Example 6: Socio-economic diagnosis and 

social impact of the concession (diagnostic 

socio-économique et d’impact social de la 

concession) 
 

Applicable for:  Timber coming from forest concessions  

Exemption: Timber from other areas (no forest concessions)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Before the approval of the forest management plan, a 

socio-economic diagnosis and social impact of the concession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valuate the communities establish close of within the concession and describe 

the impacts from the concession and the rights and social clauses to be followed within 

the period of the concession contract.  

Holder of document: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Document issued by: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Signature required by: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Is the date of the diagnosis before the approval date from the forest management 

plan? 

 Is the concession area the same as the one where the timber come from? 

 Does the “cahier de charges” (social clauses with adjacent local communities) 

reflect the diagnosis and assessmen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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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oncessionaire/forest 

company 

Name of the concession 

Area/territories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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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7: Agreement of social clauses 

(accord clause sociales du cahier de 

charges) 
 

Applicable for:  Timber coming from forest concessions 

Exemption: Timber from other areas (no forest concessions)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purpose is to establish and organ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gagement from the concessionaire related with the socio-

economic infrastructures and social services for the profit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 

Holder of document: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Document issued by: Administrative and customary entity 

Signature required by: Forest concessionaire/Forestry company,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 forest administration, civil society, administrator of the territory and 

other members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management and monitoring.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Have all parties signed the document? 

 Is the forest and area/communities the same as where the timber com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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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nd situation of community 

and /or indigenous people 

Name 

concessionaire/forest 

company 

Number forest title 

Surface (hectares) 

Fores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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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delimi

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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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road construction and 

hospital/school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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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concessionaire 

Signature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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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forest administration 

Signature civil society 



   

55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imber Document Guide l Version 1.0 

 

 

  

Signature administrator from the territory 

Signature other members form local committees of 

management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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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8: Letter of tax number (lettre 

d’attribution du numéro d’impôt) 
 

Applicable for: All forest companies  

Exemption: No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he notification of 

the tax number that will be included on all invoices issued by the forest company. 

Holder of document: Ministry of finances 

Document issued by: Ministry of finances 

Signature required by: Ministry of finances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Name and NIF (tax number) is the same as the one on the timber invoice? 

 Is the document sig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have a stamp from the 

Ministry of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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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forest company 

Tax number (NIF) 

Tax number (NIF) 

Signature and stamp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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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9: Perception note of the payment 

of the fee area (Note de perception 

paiement de la redevance de superficie) 
 

Applicable for: All forest companies  

Exemption: No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purpose of the document is the proof of the tax 

payment on the fee of the forest area for all companies. The bank transfer, and the 

bank’s payment declaration done by the bank. 

Holder of document: Ministry of Finances 

Document issued by: Ministry of Finances 

Signature required by: Ministry of Finances, forest company and bank.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Does the name of the forest company the same as the one who send you the 

timber? Has the amount of payment of the tax surface correspond to the amount 

to be paid? 

 Have the tax service (finance), forest company and bank entity signed the 

document? 

 Does the amount included on the bank transfer, and payment declaration the 

same as the one included on the perception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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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and stamp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Date 

Amount 

Amount 

Amount 

Description of tax fee 

Name fore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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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forest company 

Amount 

Name of beneficiary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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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forest company 

Amount 

Number perception note 

Signature and stamp from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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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0: Debit note of the fee on forest 

area (Note de débit) 
 

Applicable for:  All forest companies 

Exemption: No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purpose of the document is to notify the amount 

of debit pending to be paid in relation with the fee of the forest area from the forest 

company. 

Holder of document: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Document issued by: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Signature required by: National Minister in charge of forests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Is the amount included on the note of debit the same as the one paid by the 

forest company?  

 Is the area of harvesting the same as the one included on the forest management 

plan/AAC (assiette de coupe annuelle)? 

 Does the date/year correspond to the harvesting area planning? 

 Does the payment have been done on time based on the deadline included on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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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and stamp from competent authority 

Deadline for payment 

Area, surface 

(hectares) and 

amount of fee of 

areas forest 

Year 

Amount 

Name, concession site and 

address fore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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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1: Court of Commerce 

registration (dépôt au Greffe) 
 

Applicable for: All forest companies  

Exemption: No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purpose of the document is to confirm that the 

company has presented the statutes and have been registered on the Court of 

commerce. 

Holder of document: Court of commerce. 

Document issued by: Court of commerce. 

Signature required by: Competent authority from the court of commerce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Is the company registered? Is the number of registration the same as the one 

included on the invoice? 

 Is the purpose and activity of the company correctly registered on the document 

and match with th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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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and stamp from competent authority 

Registration number 

Purpose and activity description of the company 

Name of the fore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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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2: Notification of affiliation 

number of the entity of registration of 

employees on INSS (National Institute 

Social Security) (Notification numéro 

d’affiliation de l’entité d’immatriculation des 

employés à l’INSS (Institut National de 

Sécurité Sociale)) 
 

Applicable for: All forest companies  

Exemption: No  

Purpose and content of document: The purpose of the document is to notify the number 

of inscription to the social security for all employees from a company.  

Holder of document: INSS (National Institute Social Security) 

Document issued by: INSS (National Institute Social Security) 

Signature required by: INSS (National Institute Social Security) 

Key considerations when checking the document:  

 Is the document signed and stamp by a competent authority from the INSS? 

 Does the affiliation number the same as the one the company confirm you? 

 Can you confirm with competent authorities is the vali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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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and stamp from competent authority 

Number registration 

Name fore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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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Con (Nature Economy and People Connected) is an 

international, non-profit organisation that builds commitment 

and capacity for mainstreaming sustainability. Together with 

our partners, we foster solutions for safeguarding our natural 

resources and protecting our climate. 

 
NEPCon | info@nepcon.org | www.nepcon.org 

 

www.nepcon.org/sourcinghub 

Supporting Legal Timber Trade is a joint initiative run by 

NEPCon with the aim of supporting timber-related companies 

in Europe with knowledge, tools and training in the 

requirements of the EU Timber Regulation. Knowing your 

timber’s origin is not only good for the forests, but good for 

business. The joint initiative is funded by the LIFE programme 

of the European Union and UK aid from the UK government. 

Supporting Legal       

Timber Trade 

About 

mailto:info@nepcon.org
http://www.nepcon.org/projects/support-EU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