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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페루의 목재 공급망, 그 법적 및 규제적 틀 그리고 그 

합법성을 보증하기 위한 확립된 지침과 도구에 대한 개괄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의 페루 산림법 적용과 규정의 분석을 담고 있으며, 목재 공급망에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서론 

2019년 4/4분기 페루 산림 및 야생동물청 (The Peruvian Forest and 

Wildlife Service:·SERFOR)은 산림 공급 망에 있어서의 추적과 통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 가지 새로운 “행정명령(resoluciones ejecutivas)”을 

공개하였다.  

이 집행 가능한 행정명령은 2011년 페루 산림법(Peruvian Forest Law 

2011)과 이에 따른 규정들(대부분 2015년에 확립)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행정명령이 목재 추적과 관련된 기술적 설명을 제시하는 한편, 나머지 두 

가지 행정명령은 산림과 제재소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진 산림 라이선스 보유자들과 제재소들은 그들의 관리 

계획의 실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운용 장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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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양식은 산림 벌채를 허가된 관리 계획에 따라 더욱 쉽게 점검하고 제재소들이 처리 공장에 전달되는 나무의 

양에 따라 목재량을 맞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변화들은 공급망 내의 추적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은 관련 당사자들이 공급망 내에서 어느 시점에서든지 특정 벌채 지점의 정확한 위치까지 목재 상품을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준다. SERFOR는 투명한 전국적인 산림 분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이 지침과 도구를 마련한 

것에 대하여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SERFOR는 여전히 모두에게 공개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정보의 투명성이 

없다면 페루의 목재 상품의 구매자 및 규제자들은 합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미국의 Lacey 

법이나 EU의 목재 규정(EUTR)과 같은 수입 규정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배경 

페루의 산림 산업은 지침, 지식 또는 다른 요인의 결여로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많은 소규모 행위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추적 시스템을 창출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하여 왔다. 위조된 라이선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부패는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불법적인 벌채 수치는 높다. 소비되는 목재의 거의 40%(1억 5천 5백만 미국 

달러)가 페루 정부가 정한 법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이 실행된다면 해당 목재로부터 

발생하는 관련 세금 및 로열티는 연간 약 이천오십만 미국달러 규모로 페루의 경제를 신장시킬 것이다. 

합법성국제표준 준수: 불법 벌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페루의 목재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목재가 미국, 유럽 및 호주와 같은 

대규모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필요로 하는 법적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다른 목재 생산국들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수출량을 회복해오고 있지만 페루의 목재수출량은 매년 5%씩 감소하여 왔다. 

2008년과 2013년 사이 페루의 가장 중요한 두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EU는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 목재 무역 규칙을 제정하였고, 2009년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은 제도 및 규제의 수정을 강제화하였다. 

2018년 4천만 미국달러 이상(그림 1)으로 추정되는 페루의 목재 수출의 29%(수치상)가 미국과 유럽 시장의 합법성 

실사 절차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목재수출량은 중국(42%)과 멕시코(10.5%)와 같은 규제되지 않는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었고, 

그 형태는 주로 바닥재, 주형, 스트립 그리고 제재목과 같은 1차 생산품이었다. 

 

 

 

국내 NGO와 USAIID가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로 Loreto 지방정부는  http://transparenciagerfor.regionloreto. gob.pe/와 같은 

모두에게 공개된 산림관리정보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아직도 시험 및 업데이트 중이다. SERFOR 

역시 2020년 8월에 유사한 플랫폼을 개시할 예정이다.  

http://transparenciagerfor.regionlo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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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수출시장과 목재제품으로 본 2018년 페루의 목재제품 수출 (USD) 

 

주요 관리 기구 

페루 농림 및 관계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Riego:·MINAGRI):  

MINAGRI  또는  페루  농림  및  관계부는  페루의  산림  및  야생동물의  관리를  주관한다 .  

페루 산림 및 야생동물청(The Peruvian Forest and Wildlife Service:·SERFOR): 

SERFOR 또는 페루 산림 및 야생동물청은 페루의 산림 및 야생동물 법률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 MINAGRI 내에 있는 기술 및

규제기관이다. 

지역 사무소: 산림법의 집행의무는 지방정부, 특히 아마존 지역의 지방정부 내에 있는 전문 산림 사무소가 지고 있다.  

이 지역 산림 사무소들은 자연자원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 현장 검수 활용 및 산림 권한 및 관리 계획 라이선스 허가의 

책임 역시 지고 있다. 

산림 및 야생자원 감독기구(The Agency for the Supervision of Forest and Wildlife Resources, 

Organismo de Supervisión de los Recursos Forestales y de Fauna Silvestre:·OSINFOR): 페루의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부처들의 위원회에 소속된 별도의 기구인 OSINFOR는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채 이후의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산림법을 관장하고 있다.⁶   

 

2019년 말 중국정부는 산림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내 목재 제품의 추적성과 합법적인 구매를 의무화하였다. 현재까지 이 

개정법들이 수입된 목재생산품에도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만약 적용된다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페루산 

목재의 71% 이상이 합법성 검증 대상이 될 것이다. 

 

페루의 산림법: 페루의 산림법 및 그 수반 규칙들은 다음의 범주에 따라 벌채를 관리하고 있다. (i) 목재 및 비 목재 산림 

양여권, (ii) 토착 공동체들, (iii) 개인 재산, (iv) 지역 산림, 그리고 (v) 사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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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수종(種):  페루의 대규모 벌채 행위의 대부분은 아마존 분지의 자연적인 1차 산림지대에서 발생한다. 

2018년 벌채된 나무의 84%는 Loreto, Ucayali 그리고 Madre de Dios 세 지역에서만 벌채 되었다. 이 지역들은 

160여개의 거래 수종이 있다. 그러나 오직 여섯 가지 토종 수종이 국내 벌채 량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망 관련 허가 

산림관리 계획 라이센싱: 산림관리계획의 한 가지 주요한 기능은 벌채되어야 할 목재량을 결정하고 미리 허가하는 

것이다. 산림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모든 벌채 업자(예: 양허권, 토착 공동체, 개인 재산 및 사용 계약자)는 산림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지역 

산림 사무소로부터 벌채 라이선스를 요청하여야 한다. 벌채업자들은 계획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SERFOR가 인증한 독립적인 

컨설턴트(또는 “산림 관리자(regent)”)를 고용하여야 한다. 소규모 벌채 활동은 이 요건에서 면제된다. 

이로 인한 산림관리계획 라이선스는 다음 정보를 기록한다. 

• 산림관리 라이선스 코드 

• 라이선스가 허가된 지역(지방정부) 및 지방의 산림 사무소 위치 

• 라이선스를 허가한 날짜 

• 산림관리 범주 및 관리 실행 

• 허가된 벌채 지대(그리고 위치정보 벡터) 

• 벌채 시기 

• 산림 사용자명 또는 회사 소유자 

• 산림 벌채 권 코드 

• 산림 관리자의 이름 

• 허가된 수종의 이름과 목재량 

이 정보는 미국의 Lacey 법이나 EUTR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강력한 실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구매자들에게는 무척 유용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라이선스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검증이 어려우며 쉬운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 정보가 전자화되어 있지도 않고 오픈 소스 시스템 상에서 공유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서 

사본을 얻으려면 관련 당사자들은 지방의 산림 사무소에 요청하거나 목재 공급자로부터 이를 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재의 원산지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갖추거나 목재 공급자의 협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벌채: 산림관리계획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나면 벌채업자들은 허가된 나무들을 벌채할 수 있다.  

벌채업자들은 벌채한 목재를 벌채장으로 옮길 때마다 대차대조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그들은 목재를 벌채장에서 제재소로 옮겨야 하며 여기에는 운송허가서가 필요하다. 

 

 

 

ii. Capinuri (Clarisia biflora), virola (Virola sp.), tornillo (Cedrelinga cateniformis), cumaru (Coumarouna odorata), 

lupuna (Cho- risia integrifolia) 그리고 cachimbo (Cariniana domest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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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소: 제재소들은 자체 대차대조표로 제재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제재소에서 나가는 

목재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운송허가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지역 산림 사무소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이 허가서들은 기존의 목재 

운송 허가서와 일치하여야 하고 동일한 산림 범주 라이선스와 산림관리 라이선스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송 허가서: 산림법은 모든 목재 운송을 문서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 두 가지 문서가 산림과 제재소 산업에 있어서 필요하다. 

1) SERFOR 및 지역 산림사무소를 위한 벌채 및 목재 운송 허가서(“guías de transporte forestal”),  2) 세무서(SUNAT)를 위한 

발송자 화물운송장(“guías de remisión”). 2차 처리 산업은 발송자 화물운송장만 있으면 된다. 지역 산림사무소가 운영하는 검문소들은 

짐과 허가서를 검수한다. 문서는 산림 및 제재소 운영 기록(예: 상기에 언급한 대차대조표)을 통하여 검증될 수 있다. 

재목과 목재 운송허가서는 다음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산림지역의 위치 

• 허가된 운송범위 일자 

• 산림관리범주 

• 산림범주 라이선스 코드 

• 산림사용자명 또는 회사명 

• 산림관리 라이선스 코드 

• 벌채지점 

• 수종(種)의 이름과 양 

• 운전자와 트럭에 대한 세부내용 

 

 

 

  

출처: GRFFS Madre de Dios, 2017 

그림2 목재운송허가서(산림에서 1차 제재소까지) 및 목재 리스트 



산림 보호: 페루의 산림 공급망을 통제하는 목재 추적 및 규칙 

6 

2020년 6월 

 

 

 

 

출처: GRFFS Madre de Dios, 2018 

그림 3 

목재제품 운송허가서(1차 제재소에서 다음 단계까지), 뒷면의 

검문소 도장 및 목재 리스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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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UNAT, 2018 

 

벌채 후 감사: 벌채 시즌이 지나고 나면 OSINFOR는 산림관리활동을 검수하여 녹색 또는 빨강색의 

위험 보고서(그림 5)의 형태로 그 결과를 공개한다.  

빨강색(“위험함”)의 보고서는 벌채활동이 산림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중지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OSINFOR의 산림지역 벌채 후 검수는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년 약 50%의 한정된 벌채지역의 수만 

검수된다. SERFOR는 자체 감사를 새로운 행정명령에 포함시키거나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OSINFOR는 구매자가 상품이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오픈 소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CITES 종이 있는 벌채 지점들은 모두 SERFOR의 사전 허가 검수를 필요로 하며, 이후에는 OSINFOR의 벌채 

후 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언급해야 하겠다. 

페루 국세청(SUNAT)이 요구하는 발송자 화물운송장, 벌채 후 감사: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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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림 공급망 단계 및 출처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들 

 

 

 

출처: OSINFOR, 2018 

 

 

그림 5 

감독기관인 OSINFOR가 수행한 벌채 후 감사 이후에 발행되는 무(無)위험(왼쪽, 녹색) 및 

위험(오른쪽, 빨강색) 보고서 

산림: 계획 및 벌채 벌채장: 목재 운송 제재 작업 배송 

⚫ 산림 벌채권 라이선스 

⚫ 산림 관리 계획 

라이선스 

⚫ 등기 대차대조표 

⚫ 목재 운송허가장 

⚫ 발송자 화물운송장 

⚫ 등기 대차대조표 

⚫ 나무 운송허가장 

⚫ 발송자 화물운송장 

목재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들 

⚫ 위험 

보고서(벌채 

후 검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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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잠재적인 위험 및 벌채 관련 법률 준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OSINFOR의 정보 

그림 7은 OSINFOR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정보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위험분석 도구를 

보여준다. 이 ‘신호등’ 메트릭스는 토지보유권 범주(예: 산림 양허권) 및 수종(種)(예: ‘virola’)에 대하여 

목재의 출처(예: 지역)를 교차대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림 7 

지역, 산림 범주 및 수종(種 )에 따른 OSINFOR의 벌채 후 검수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목재구매자들을 위한 위험도 

분석 도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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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NFOR가 발행하는 현장 검수 및 “무(無)위험” 보고서는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시장에 들어올 위험을 줄여준다. Maderacre, La Oroza 그리고 Bozovich와 같은 

페루의 주요한 목재회사들의 조달정책은 이미 위험평가를 위하여 OSINFOR의 녹색 

보고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OSINFOR의 “녹색” 보고서에 해당하는 산림에서 얻은 

상품만을 추가 조사 없이 수락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⁹, 10, 11 

또한 이러한 목재조달 정책들은 검수되지 않은 산림에서 나온 목재들은 독립적인 

산림 지역 검수와 모든 미래의 OSINFOR 보고서를 공유할 것이라는 서명된 문서를 

포함하여 철저한 감사 절차 이후에만 수락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빨강색의 

위험 보고서 지역에서 얻은 목재는 결코 수락되지 않는다. 나아가 OSINFOR의 위험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다음과 

교차대조할 수 있다. (i) 산림관리 라이선스 코드, (ii) 라이선스가 허가된 위치, (iii) 산림관리 실행, (iv) 허가된 벌채 

지점, (v) 산림운영자 또는 소유자의 이름, (vi) 산림사용권 라이선스 코드, (vii) 독립적인 산림 관리자의 이름, (viii) 

감독일자, (ix) 벌채시즌 및 (x) 검수된 나무 샘플 

등급 위험 

높음  

중간 

정도로 

높음  

중간 

정도로 

낮음  

낮음  

나무의 유형 

Capiruni  

Virola  

Tornillo  

Capirona  

Lupuna  

Catahua  

Cumaru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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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행 가능한 행정명령들: 2019년 이후에 정해진 가장 최근의 행정명령들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1차 처리 산업 및 2차 처리 산업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공급망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행정명령들은 목재 추적을 위해 가용한 

문서와 도구를 나열하고 있으며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장부를 위한 새로운 견본들을 추가하고 있다. 

산림 벌채장과 1차 처리 제재소에 있어서 필요한 이 운영장부들은 이제 공통적인 기록유지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허가된 산림관리계획, 벌채된 목재량 그리고 생산된 나무의 양에 대하여 비교될 나무의 양의 대차대조표를 허용함으로써 

책임을 강화시킨다. 

행정명령들은 목재 추적을 위하여 산림 관리 계획, 운영장부 및 운송허가장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이 행정명령들은 이 

문서들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아직 개발 및 시험 중이다. 

 

미비점과 문제점 

대규모의 공식화된 목재 분야 기업들은 뇌물을 고려하고 난 이후에도 소규모 업체들보다 더 높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추가비용과 문서작업을 피하기 위하여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산림에서 벌채하는 대신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공급자들로부터 목재를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새로운 시스템을 반대하는 집단의 로비 노력: 기술적인 자원과 역량의 결여는 지역 수준의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공통적인 장애물이다. 그러나 이 경우, 페루의 목재산업 및 지역의 산림 관리자들은 새로운 운영 장부 시스템에 반대하는데 있어서 연합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그들은 장부가 합법적인 목재와 불법적인 목재가 섞이는 경우를 줄여줄 수 있는 개선된 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SERFOR는 지방의 벌채업자들, 제재소들 그리고 지역의 산림 관리자들이 운영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운영 

장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 장부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산림 운영 장부 

견본은 벌채장에 도착한 순간에만 한 번 나무 기록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서 추적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의 행정명령은 이제 산림 벌채활동 전반에 걸쳐 나무를 베어냈을 때의 줄기의 총 길이 그리고 이를 잘랐을 때의 길이를 다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운영 장부 견본을 사용할 수 있었던 1차 목재 처리 산업은 이제 기존의 절차까지 참조하여야 한다. 2차 

산업 또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운영 장부 견본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 페루의 새로운 시스템의 반대자들은 다음의 논의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 1) 운영 장부는 합법적인 목재와 불법적인 목재가 

섞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이다. 2) 강력한 조달정책을 갖추고 있는 EU의 사업자들과 구매자들은 합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하는 더욱 자세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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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통제 시스템: 벌채업자들과 제재소 대부분은 전자화된 기록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종이로 된 대차대조표에 의지하고 있다. 독일 국제 협력체(The German International Cooperation:·GIZ)는 

DataBosque(DataForest)라 불리는 오픈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경영과 의사결정 플랫폼 모두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어서 회사들이 나무를 추적하고, 비용과 기계 및 작업자들을 한 자리에서 모니터할 수 있게 하여 준다. 2018년 GIZ는 소프트웨어를 

SERFOR에 공식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사용법에 대하여 관리들을 교육시켰다. 그러나 2020년 1월 페루 내 3,651개의 

벌채회사들 중 약 50개만이 DataBosque를 사용하고 있다. 네 개의 1차 처리 산업들은 제재소 단계에서 목재를 추적하기 위한 유사한 

도구인 DataIndustria(DataIndustry)의 베타 버전을 시험하고 있다. 몇 개의 민간회사들은 자체 추적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오픈 플랫폼 시스템의 결여: 페루의 목재 구매자들은 분량이 허가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허가장에 

있는 데이터를 관련 산림 관리 계획과 비교하여야 한다. 기존의 선적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교차확인하기 위하여 상품 소유자, 트럭 

라이선스 표지판 번호 또는 운전자의 이름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중 계산이나 사기적인 문서 재이용과 같은 위험을 배제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화된 기록과 모든 공식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이러한 절차를 능률화할 것이며 불법적인 

활동을 노출시키고 예방할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구축 중인 시스템: 국립 산림 및 야생동물 정보 시스템(The National Forest and Wildlife Information 

System:·SNIFFS)은 산림 관리자의 활동과 사용자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된 웹 기반 플랫폼이다.  완성되고 

나면 SNIFFS는 통제, 재고, 모니터링, 마케팅, 지식관리, 통계, 산림지 기록, 규정의 데이터베이스 및 지원활동과 같은 

범주별로 데이터를 축적, 조직화 및 검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필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다. 

산림법은 목재생산품의 합법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시점에 실행될 SNIFFS의 통제 부분에 들어오고 이를 통해 

검증될 모든 운송허가장에 달려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OSINFOR는 현재 상품이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검증할 능력이 있는 오픈 소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그 활용은 산림 벌채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체 공급망에 적용될 수 없다. 

OSINFOR의 한계: 새로운 운영 장부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관련된 도구들이 사용될 준비가 될 때까지 

과거의 문서 시스템은 선적된 목재의 원산지를 다른 광범위하게 수락된 국제적인 목재 합법성 표준과 비교하였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SERFOR도 지역 산림 관리소들도 관련 당사자들이 

문서를 검증하고 페루의 목재 상품의 합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오픈 소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OSINFOR의 벌채 후 검수 보고서가 국내 및 국제 목재 무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가장 신뢰성 있고 유용한 

증거이다. 

OSINFOR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OSINFOR는 Loreto, Madre de Dios 그리고 Ucayali에서 총 515회의 검수를 

수행하였다. 이 검수율은 2018년에 이 지역들에서 발행된 운영관리계획(총 1,277건)의 40%에 해당할 뿐이다. 2018년 

검수는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 341,538.50 입방 미터를 발견해 냈는데, 이는 같은 연도에 OSINFOR가 발견한 국내 총 

불법적인 벌채량의 9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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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위험한(빨강색)” 산림 관리계획은 “유령” 나무(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무)를 포함한 관리계획에 지역 

관리들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목재 구매 에이전트, 사업자 및 관련 시장의 집행 관리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OSINFOR의 벌채 후 

감사 내에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목재가 SERFOR의 집행 가능한 행정명령 하에서 합법적으로 구매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더불어, OSINFOR의 벌채 후 감사는 산림 관리와 벌채에만 집중하며 추후의 공급망 

단계를 검증하여 주지 못한다. 

목재관리 절차 프로토콜 부족: 목재 공급망 내의 모든 주요 정부 이해관계자들은 산림 자원과 상품의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목재 관리 행정명령은 각각의 특정한 역할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호함은 예를 

들어, 통제 프로토콜과 기술적인 정보들이 지역 검문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목재를 초(超)지역 도로로 운송하여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로토콜이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 검문소 관리들의 모순적인 행동이나 반응이 발생할 더욱 큰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최근 SERFOR는 목재의 지상운송을 위하여 제안된 프로토콜에 대하여 공공의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정부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부족: 잘 설계되고 적절히 실행된다면 통합된 관리 시스템은 민간영역과 산림 관리기구 

모두에 있어서 개선된 커뮤니케이션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내 현행 법령은 지역 산림 사무소들은 허가 후 

15일 이내에 OSINFOR에 산림 범주 라이선스와 산림 관리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러한 정보의 85%가 지연되었다. Loreto, Madre de Dios 그리고 Ucayali 세 지역에서 나온 정보는 이러한 지연의 

9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연은 OSINFOR의 적시의 벌채 후 검수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며 이는 탐지되지 않는 

불법적인 활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운송장 편집 시스템의 부재: 이론상 새로운 행정명령들과 관리 도구로써의 SNIFFS의 적용은 

운송허가장만을 사용하여 벌채의 정확한 위치까지 목재상품을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이다. 나무는 각각의 

산림 관리 계획에 독특한 코드가 주어지며 이는 운송장에 적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송허가장은 여전히 수기로 작성되어 오류율과 위조의 위험 모두를 증가시키며(그림 2와 그림 3) 인증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지역 산림 관리자들은 일부 운송허가장을 인쇄하는데(그림 8) 이로써 허가장은 운송의 증거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가 된다. 그러나 서류철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안전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결여는 이러한 문서들의 합법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즉, 프린터에 접근할 수 있으면 문서 사기나 위조는 매우 쉬운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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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GFFS Pucallpa, 2019 

 

대신 실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산림 관리 계획 라이선스, OSINFOR 보고서(가용한 경우) 그리고 등기 

대차대조표(공급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와 같은 공급망의 기존의 단계들에서 발생하는 문서들과 운송허가장을 

교차대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문서를 교차대조하는 것(모두 추적하는 것이 모든 지역과 사무소에 걸쳐서 가능한 경우)이 

합법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즉, 나무의 벌채 지점보다는 목재가 기원한 더욱 넓은 지역만을 

증명할 뿐이다.). 

그림 8 Ucayali 지역 숲 관리소가 인쇄한 목재제품 운송허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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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FFS 웹사이트 상 중앙화 플랫폼 미완성: SERFOR는 SNIFFS 웹사이트 상에서 운송허가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화된 플랫폼(‘módulo de control’ 또는 컨트롤 모듈)을 여전히 설계 및 시험하고 있다. 

수기화된 문서들은 디지털 시스템에 전송되고 여기서 에이전트들과 기업들이 규칙과 자체 조달정책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현재 컨트롤 모듈 데모 버전은 사용자들이 산림 관리계획을 참고하고 목재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거기에 더하여 도로 검문소에서 검문되는 트럭들의 사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OSINFOR의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SERFOR의 시스템은 위험보고서와 함께 모든 산림 지점에서 실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산업과 지역 산림 부처의 반발은 물론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총 1,420개의 산림 

관리 계획들 중 15개만이 새로운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새로운 행정명령 실행을 위한 도구 지침 미비: 가장 최근의 행정명령을 실행하고 강력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들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실행을 위한 분명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SERFOR는 산림 운영을 위하여 2020년 3월에 출시된 새로운 운영 장부를 위한 종이 기반 

견본을 개발하였고 8월에는 1차 제재소를 위한 견본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산업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훈련 세션 역시 개발하였다. 그러나 목재 제품 검증을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목재 추적을 위한 적절한 도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은 없다. 대신 SERFOR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실행할 책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시점에 자신의 사무소들 중 하나에 이양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시스템 상의 이러한 균열들은 에이전트와 기업들이 실시하는 실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되고 있는 추가 정보 및 

화물에 대한 많은 요구들에 의하여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구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i)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문서를 비롯하여 분실되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문서, (ii) 정보의 불일치(예: 문서 또는 비현실적인 

수량요인 사이의 상이한 라이선스 코드), (iii) 이중계산 대차대조표(예: 여러 다른 선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일한 

운송허가장을 수 회나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iv) 부주의한 진술(예: 문서와 화물을 실수로 또는 다른 이유로 섞어 

놓는 경우).26 

미비점의 해소 및 문제 해결 

이해관계자 및 구매자: 커뮤니케이션 부족과 공개된 기록 접근의 결여와 더불어 중복된 기능을 가진 관리 기구들은 

페루의 목재산업에 위조, 부패 및 더욱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문서 증거들만 남길 뿐이다. 

 

페루의 목재 산업으로부터 자원을 얻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은 강력한 추적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기관들 및 목재 무역 연맹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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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은 공급자들이 훈련을 받았는지, 새로운 운영장부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송허가장 등기를 

추적하기 위하여 SNIFFS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목재 자원 위험 범주 및 관련된 목재 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목재 공급자 또는 에이전트가 세심한 조사 대상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험신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들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길고 복잡한 공급 망(예: 많은 

수의 관련 없는 작은 산림 작업장과 제재소들을 수반하는 경우)에서 발생한 상품을 멀리 한다. 2) 낮은 벌채율로 잘 관리되는 

산림의 넓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들을 피한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공급자들로부터 납품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복잡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정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산업계가 목재를 추적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발견해낼 

능력을 증가시켜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종(種)과 상품에 있어서 나무군의 위치, 분산 및 벌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제재 

생산율 요인들 역시 모두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들과 집행 기구들은 문서를 요청하거나 기존의 화물로부터 샘플 문서를 

선택하고 자체 생산 요인을 계산함으로써 이러한 계산치들을 공급자의 수치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가용해지면 다음으로 가장 좋은 데이터 출처나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대리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페루의 남쪽 이웃 국가인 볼리비아는 Dipteryx spp를 처리할 때 54.59%의 합법적인 대리 생산 요인을 정한 바 

있다.27 

정부 및 집행: SERFOR는 조직의 노력과 제한된 공공자금재원을 목재 관리 시스템의 확립 및 집행에 

집중하여야 한다. 집행이 강화될 때까지 다른 개입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집행당국과 구매자들이 검증할 수 있지만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변경될 수는 없는 좀더 강력한 추적시스템을 실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USAID와 GIZ와 같은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몇 가지 시스템이 페루에서 설계되었지만 아직 운용 

상태에 진입하지는 못했다(예: SNIFFS의 공식적인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격을 갖춘 당국들과 집행 기관들은 SERFOR와 같은 페루의 상대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국내 검증 

도구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교차대조는 기관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페루의 선적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시스템의 틈을 파악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문화와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페루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페루의  

목재산업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기회로 보기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조치들은 산업 내에 새로운 환경친화적 투자를 이끄는 데 인센티브가 

될 것이며 이로써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리한 투자환경을 도모할 수 있다.  

 

페루와 국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좀더 매끄러운 협력은 결코 용이한 작업은 아니지만 결국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시장에 도입되는 불법목재의 양을 줄이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산림 보호: 페루의 산림 공급망을 통제하는 목재 추적 및 규칙 

16 

2020년 6월 

 

 

 

 

페루에서 목재 구입 시 문서와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빠른 길잡이 

관리연속성을 설명하고 모든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차트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차트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 상의 출처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다음의 문서의 

출력본이 요구된다 

• 지역 또는 지방의 산림 관리소가 허가한 산림 관리 계획 라이선스(“resolu ción de                                                                                                                                

aprobación del plan de manejo”) 

• 관리 기구의 위험보고서(OSINFOR. 

• 산림에서 제재소까지 가는 목재 운송허가장(“guía de transporte forestal” de trozas). 

• 제재소 재고조사(투입 및 산출), 등기 대차대조표 또는 운영 장부 

• 제재소에서 다음 단계까지 가는 목재운송 허가장. 

 

다음의 차트는 각각의 문서에 적시되어야 하는 정보, 교차대조가 필요한 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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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관리 계획 

라이선스 

OSINFOR 
위험보고서 

운송허가장(목재) 제재소 기록 

대차대조표 

운송허가장(나무) 발송자 

화물운송장 

산림 벌채 권한 코드 

(“código del título”) 

 

X 

 

O 

 

O 

  

O 

 

사용자 또는 소유자 명 

(“titular”) 
X O O 

 
O 

 

산림 관리 라이선스 코드 

(“Resolución del plan 

de manejo”) 

 

X 

 

O 

 

O 

  

O 

 

라이선스 허가 일자 X O     

위치 X O O  X  

산림 관리 실행 

(“modalidad de 

aprove- chamiento”) 

 

X 

 

O 

 

O 

  

O 

 

허가된 벌채지점 

(“numero de PO o 

PC”) 

X O O 
 

O 
 

벌채 시즌(“zafra”) X O     

산림 관리자의 이름 

(“re- gente forestal”) 
X O 

    

허가된 수종(種) 및 양 
X 

     

벌채 후 감독일자  X     

감사된 수종명칭  X     

허가된 운송범위 날짜    

X 

  

X 

 

 

 

 

 

 

 

 

 

 

 

그림 10 문서 및 데이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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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관리 계획 

라이선스 

 

OSINFOR 

위험보고서 

 

운송허가장(목재) 

 

제재소 기록 

대차대조표 

 

운송허가장(나무) 

 

발송자 

화물운송장 

상품 소유자   X O X X 

트럭 운전자 정보   X  X O 

운송되는 수종(種) 및 양   
X O X O 

상품의 최종목적지 

(고객명 및 창고주소) 

     

X 

 

O 

 

 

 

 

 

필요한 추가 단계: 

 

 

허가된 벌채권, 라이선스, 

산림 관리 라이선스는 

관리기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observatorio.osin- 

for.gob.pe/HistorialTH/ 

 

 

 

OSINFOR 위험보고서에 

기록된 정보와 

교차대조한다. 

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observatorio.osin- 

for.gob.pe/Observatorio/ 

Home/Menu 

*목재의 양이 허가된 범위 

내에 있는지 검증한다. 

*상품 소유자(“propietario 

del pro- ducto”) 및 트럭 

운전자(“transportista”)에 

대한 기록을 점검하고 

유지한다. 

*목재 리스트를 점검하고 

유지한다(“lista de 

trozas”).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교차대조하고 기존 

화물량(가용한 경우)과 

비교한다. 

  

*제품생산율을 비교한다. 

나무의 양은 제재소의 

산출물 재고조사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상품 소유자와 트럭 

운전자의 기록을 점검하고 

유지한다. 

*상품 리스트의 기록(“lista 

de piezas”)을 점검하고 

유지한다.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화물량(가용한 경우)과 

교차대조한다. 

 

 

 

X 데이터가 본 문서에 적시되어 있으며 이 문서를 출처로 한다. 

O 데이터가 본 문서에 적시되어 있으나 기존에 수령한 문서들과 교차대조 되어야 한다. 

 (날짜와 양과 같은)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순점(예를 들어, 위조와 사기)이 없는지 교차대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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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권고사항 및 정보 출처: 

 

• 페루의 나무 공급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 국가 목재 추적 시스템(“registro de guías”)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정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eb.serfor.gob.pe/SNIFFSs/consultas.do. 귀하의 

공급업자로부터 등록 코드(“número de registro”)를 요청하라.  

• 허가된 산림 관리자의 기록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dir.serfor.gob.pe/ index.html. “registros 

nacionales” 를 찾은 다음 “registro de regentes”를 찾는다. 

• 허가된 민간기업들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e-consultaruc.sunat.gob.pe/ cl-ti-

itmrconsruc/frameCriterioBusqueda.jsp. 납세 라이선스 코드(“número de RUC”), 개인 ID 또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검색한다. “activo” (활동 중) 그리고  “habido”(존재하고 있음)을 점검한다. 

• 국제 산림 관리 협의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FSC 라이선스가 여전히 

유효한지 다음에서 확인한다. https://info.fsc.org/ 

 

http://web.serfor.gob.pe/SNIFFSs/consultas.do
http://dir.serfor.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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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트렌즈(Forest Trends)는 폭넓은 환경금융, 시장 및 다른 지불 및 인센티브 기제의 창출 및 

광범위한 채택을 통하여 산림과 다른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Forest Trends의 

산림정책, 무역 및 금융 프로그램이 공개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산림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그

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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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구해지는 목재 및 다른 상품을 피하고자 하는 병행적인 변화의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임산물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  

다른 정책 및 정보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www.forest-trends.org. 
  

지원기구: 

 

 

http://www.forest-trend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