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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불법 벌목법 –
호주 수출업체를
위한 정보 안내
사실 안내서 1.4

신규 법과 새로운 책무

중점 사항

호주는 불법 벌목을 막고 합법적으로 벌목한 나무와 목재 제품의
국제 무역을 지원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

호주의 불법 벌목법은 합법적으로
벌목된 목재의 교역을 지원합니다.

이 법은 원산지에서 불법으로 채집된 목재나 목재 제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합니다.

•

이 법은 불법 벌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악영향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목재, 펄프 및 종이 제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업체는 이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 제품들에 들어가는 목재의 불법 벌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위험이 낮지 않다면 수입업체는 위험을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은 호주에서 벌목된 원목을 가공하는 업체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호주의 무역 상대는 호주 불법
벌목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주로 목재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호주
수입업체들이 이 제품들의 불법
벌목 위험을 평가하는 실사 요건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이 미칠 영향

•

이 법은 호주의 무역 상대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호주의 수입업체에만 요건을 적용하며, 호주 시장에 불법 벌목
목재가 유통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불법 벌목은 목재가 벌목된 국가의
현행법을 위반하는 방식의 벌목을
의미합니다.

•

호주 농업수자원부 웹사이트
(agriculture.gov.au/illegallogging)
에는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illegallogging@agriculture.gov.au)
이나 전화 1800 657 313번(국내) 또는
+61 2 6272 3933번(해외)으로
연락하십시오.

불법 벌목 목재의 교역은 합법적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
목재로 시장가를 교란하고 현지 투자, 이윤,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호주 업체가 겪을 변화

그러나 호주에 목재, 펄프 또는 종이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품에 사용된 목재에 관한 정보, 벌목된 장소와 그
합법성을 증명할 서류와 문서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호주 수입업체들은 이 제품들이 불법으로
벌목되었을 위험을 평가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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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불법 벌목 웹사이트는 여러 유용한 정보와
안내 지침을 제공합니다:
agriculture.gov.au/illegallogging

“불법 벌목 목재”의 정의
호주 법에 따르면, 불법 벌목 목재는 목재가 벌목된 곳의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벌목된 목재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호주나 해외에서 불법 벌목된
목재가 포함됩니다.

세부 정보
호주 정부는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가별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 지침서는 수입업체에 주요 무역 상대 국가의
현행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사 수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최종
안내 지침서는 농업수자원부 웹사이트(agriculture.gov.au/illegalloggin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 벌목 근절을 위한 다른 국가들의 조치

illegallogging@agriculture.gov.au

agriculture.gov.au/illegal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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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불법 벌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악영향을 막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호주의 불법 벌목 방지법과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수입 관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