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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인증제도 인증로고 사용표준

제 정 2015. 12. 22.
개 정 2017. 12. 22.

1. 개요

KFCC 인증로고/라벨(이하“인증로고”라 한다)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이 개발한
산림경영인증표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된 산림과 그러한 산림에서 생산된 제품
및 해당 목제품을 재활용한 제품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인증로고 사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도되지 않고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장려하여 국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ISO 14020(환경라벨과 선언)에서 정의된 일반원칙과 PEFC의 PEFC
ST 2001:2008(PEFC Logo Usage Rules – Requirements) 기준을 참고하였다.

2.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인증로고의 사용자들이 인증로고 및 관련된 인증비율표시(Claim)에
대해서 정확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오도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증로고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 규칙은 인증로고에 대한 사용권리, 인증
로고의 제품(on-product) 및 제품 외(off-product)의 사용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3. 참조표준

다음의 표준들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참조되었다. 모든 표준은 최신판이 적용된다.
- Annex 1 of the PEFC Council Technical Document, Terms and Definitions
- PEFC ST 2002:2010, Chain of custody of forest based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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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 ISO/IEC 14021:1999,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Type II environmental labelling)
- PEFC ST 2001:2008, PEFC Logo Usage Rules – Requirements

4. 용어 및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된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4.1 제품 외 사용(Off-product usage, 이하“ 비제품용”이라 한다)
KFCC의 인증된 산림에서 생산되는 특정 제품과 원료의 출처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제품용(On-product usage) 이외의 사용
4.2 제품용(On-product usage)
KFCC 인증제품과 관련되거나 이를 나타내는 인증로고의 사용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실제제품(포장되지 않은 제품), 개별 포장된 제품, 용기, 포장재 등 또는 제품의
운송을 위해 사용된 대형 박스, 상자 위에 직접 사용
b) 인증제품과 관련된 문서에 사용(송장, 포장목록, 광고, 브로셔 등)
4.3 한국산림인증위원회 공인 인증서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한국산림인증위원회(KFCC)로부터
공시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산림경영인증서 또는 CoC 인증서

5. 인증로고 적용범위

인증로고 및 이와 관련된 인증비율표시는 인증로고가 부착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물질에 기초한 산림의 출처에 대한 정보만을 고려한다.
비고 원료에 기초한 산림의 인증제품 내의 인증산림은 KFCC의 인증된 산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출처, 그리고 재활용된 출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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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로고 소유권 및 사용 권한
6.1 인증로고 소유권

인증로고는 저작권이 있으며, PEFC 로고는 PEFC Council에 의해 그리고, KFCC
로고는 운영기관 소유의 등록상표이다. 약어인 “KFCC”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등록되었다. 저작권이 있는 인증로고의 무단 사용은 금지되며 법적인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

6.2 인증로고 사용 권한

모든 인증로고는 운영기관이 발행한 인증로고 라이센스의 권한 내에서 사용되어
져야한다. 인증로고 라이센스는 개별적인 법인체에 적용된다. 비제품용으로 인증
로고를 사용할 때, 운영기관의 승인 후 일회성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6.3 약어 “PEFC” 및 “KFCC” 사용 권한

약어인 “PEFC” 및 “KFCC”의 사용권한은 각각 PEFC Council 및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에 있으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제품 또는
원료에 언급하는 약어의 사용은 KFCC의 산림경영(FM)이나 CoC 인증을 받은
제품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6.4 인증로고 라이센스 번호 분류

한국산림인증 인증로고 번호는 KFCC/XX-YYY를 원칙으로 하고 XX는 인증분
류를 뜻하고 YYY는 인증받은 누적번호를 뜻한다. 인증로고를 허가받은 사용자
는 산림인증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 또는 홍보 자료에 사용할 수 있다.

6.4.1 인증번호 KFCC/XX-YYY : 00-운영기관

KFCC/00-001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6.4.2 인증번호 KFCC/XX-YYY : 01-인증기관

KFCC/01-YYY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공시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6.4.3 인증번호 KFCC/XX-YYY : 02-산림경영(FM)인증
KFCC/02-YYY는 산림경영(FM) 인증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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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인증번호 KFCC/XX-YYY : 03-임산물 생산⋅유통(CoC)인증
KFCC/03-YYY는 임산물 생산⋅유통(CoC) 인증조직을 말한다.

6.4.5 인증번호 KFCC/XX-YYY : 04-홍보용

KFCC/04-YYY는 인증조직이 아닌 업체의 홍보용 라벨을 말한다.

6.4.6 인증번호 KFCC/XX-YYY : 누적번호

KFCC/XX-YYY는 XX(01∼04)인증의 누적번호를 말한다.

7. 인증로고 사용자 분류
7.1 인증로고 사용그룹 A : 산림 소유자와 관리자

사용그룹 A는 KFCC의 산림경영(FM) 인증서를 가진 산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KFCC가 승인한 국가 인증제도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을 말한다.
다음의 조직들이 인증로고 사용그룹 A로 간주한다.
a) 지역 인증서 소유자
b) 그룹 인증서(산림 소유자 그룹) 소유자
c) 개인 산주(개별 인증서, 그룹인증서, 지역인증서 소유자)
d) 지역 또는 그룹 산림인증에 참여하는 기타 기관 (예: 계약자)

7.2 인증로고 사용그룹 B : 산림 관련 업체

사용그룹 B는 KFCC CoC 인증서에 명시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KFCC CoC 인증서를
가진 산림 관련 업체를 말한다.

7.3 인증로고 사용그룹 C: 기타

사용그룹 C는 인증로고 사용그룹 A, B 이외의 그룹으로 인증홍보 및 교육을
목적으로 비제품용 용도로 인증로고를 사용하는 조직(예, 정부, 은행, 연구기관,
NGO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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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로고 사용
8.1 일반 요구사항

인증로고는 산림기반 원료(제품용 사용)의 출처를 나타내는 제품 또는 KFCC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협약(비제품용)이 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표 1
KFCC 로고 사용자 / 사용

제품용

비 제품용

그룹 A: 산림 소유자와 관리자

Yes

Yes

그룹 B: 산림 관련 기업

Yes

Yes

그룹 C: 기타 사용자

No

Yes

8.2 제품용 로고 사용
8.2.1 제품용 인증로고 사용을 위한 자격 요건
인증로고는 사용그룹 A(산림 소유자와 관리자)와 그룹 B(산림 관련 업체)에 대해서
유효한 인증로고 사용 라이센스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제품용에 사용될 수 있다.
8.2.2 인증로고 라벨 기본 구조
인증로고는 다음의 구조와 일반 요구사항을 따라 인증로고의 라벨의 일부분으로써
제품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PEFC 라벨의 모든 구조와 요구사항은 KFCC 라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KFCC 로고
KFCC 로고는 두 그루의 나무와 “KFCC” 글자, 태극마크(체크와 나뭇잎이 포함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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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KFCC 로고는 3가지 색상(검정, 녹색, 3D)으로 사용될 수 있다. KFCC
로고는 또한 단색 배경에 흰색으로 사용될 수 있다.
크기 :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
Ⓑ TM 마크
KFCC 트레이드마크인 TM은 KFCC 로고와 항상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 KFCC 로고 라이센스 번호
KFCC 로고 라이센스 번호는 KFCC 로고와 항상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 KFCC 인증 원료의 비율(%)
KFCC 인증 원료의 함유량을 나타내는 비율은 “KFCC 인증”라벨의 일부로써 사용
될 수 있다.
ⒺⒻ 라벨 이름 및 라벨 인증비율표시
공식 KFCC 라벨 이름과 라벨 인증비율표시는 영문 혹은 국문으로 되어있다. 다른
언어로 되어있는 KFCC 라벨 이름과 라벨 인증비율표시는 운영기관에 의해 번역
된 문서의 해당 언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 KFCC 웹사이트
KFCC 웹사이트인 kfcc.kofpi.or.kr는 운영기관이나 인증로고 사용 라이센스를 발
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의 웹사이트로 대체할 수 있다.
8.2.3 인증라벨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8.2.3.1 “KFCC Certified” 라벨
PEFC 라벨의 모든 구조와 요구사항은 KFCC 라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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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라벨 이름

KFCC certified

라벨 설명

이 제품은 최소 70% 이상의 지속적으로 관리된 산림에서 나온 KFCC
인증 재료 또는 재활용된 재료을 포함하고 있다. 재활용 재료의 함량은
85%를 넘지 않는다.
KFCC 인증 재료의 함량은 KFCC CoC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된 것을
말한다.
산림경영과 CoC 모두 IAF 멤버인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제3자 인증
기관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해당 제품이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의 라벨에
“재활용”이라는 문구는 제외되어야 한다.

원료 출처의
정의
인증 원료의
최소 함량
재활용 재료의
최대 함량
관리된 원료에
대한 요구사항

라벨의 선택적
사용

KFCC CoC 인증기준
70 %
85 %
인증 받지 않은 재료는 불법적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출처로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인증라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a) 인증라벨의 모든 요소를 제품에 표시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 8.2.2
(Ⓓ), 8.2.2 (ⒺⒻ)와 8.2.2(Ⓖ)를 생략할 수 있다.
b) 인증라벨은 인증 원료의 함유량과 함께 표시될 수 있다.
c) 인증로고는 이미지 마크 옆에 ‘KFCC’ 약어를 배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2.3.2 “KFCC Recycled” 라벨
PEFC 라벨의 모든 구조와 요구사항은 KFCC 라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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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라벨 이름

KFCC Recycled

라벨 설명

이 제품은 재활용 원료로부터 최소 70% 이상의 “KFCC 인증된”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활용 재료의 산정은 ISO/IEC 14021을 준수한다.

원료 출처의
정의

KFCC CoC 인증기준

재활용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KFCC CoC 인증기준에 정의되어진 재활용 재료

관리된 원료에
대한 요구사항

인증 받지 않은 재료는 불법적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출처로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인증 재료의
최소 함량

70 %

재활용 재료의
최소 함량

70 %

라벨의 선택적
사용

인증라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a) 인증라벨의 모든 요소를 제품에 표시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 8.2.2
(Ⓓ), 8.2.2 (ⒺⒻ)와 8.2.2(Ⓖ)를 생략할 수 있다.
b) 인증라벨은 인증 원료의 함유량과 함께 표시될 수 있다.
c) 인증로고는 이미지 마크 옆에 ‘KFCC’ 약어를 배열하여 사용할 수 있다.
d) “KFCC recycled” 라벨은 ISO/IEC 14021에 따라 뫼비우스 고리 모양
과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8.2.4 인증라벨의 예외적 사용
8.2.4.1 라이센스 번호를 제외한 인증로고 사용
인증로고/라벨의 크기로 인하여 인증라벨의 모든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 하에 8.2.2의 Ⓐ와 Ⓑ를 함께 사용하거나 Ⓒ만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라이센스 번호가 포함된 인증로고가 해당 제품의 다른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포장지, 포장박스, 상품의 리플렛이나 매뉴얼 등)
b) 인증로고의 사용자 정보가 제품의 다른 정보와 명확하고 명료하게 식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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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비제품용에 대한 인증로고 사용
8.3.1 비제품용 인증로고 사용의 범위
다음의 경우에 비제품용 인증로고를 사용한다.
a) KFCC 산림인증제도의 승인에 대한 의사소통
b) 인증상태에 대한 의사소통(인증로고 사용 그룹 A와 B)
c) KFCC 승인 인증서에 대한 의사소통(인증기관)
d) KFCC 인증제품의 조달(procurement) 혹은 조달에 대한
약정(committment)에 대한 의사소통(KFCC 인증제품 소비자)
e) KFCC와 파트너쉽에 대한 의사소통
f) KFCC 인증제도의 개발 및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및 계획에 대한 의사소통
g) 기타 KFCC 로고의 교육 및 홍보용 사용
8.3.2 비제품용 로고 사용에 대한 자격 요건
인증로고는 오직 모든 인증로고 사용자 그룹 내에서 유효한 인증로고 사용 라이
센스를 가진 자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8.3.3 비제품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PEFC 라벨의 모든 구조와 요구사항은 KFCC 라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KFCC 로고는 두 그루의 나무와 “KFCC” 글자, 태극마크(체크와 나뭇잎이 포함된)
로 구성되어 있다.
색상: KFCC 로고는 검정, 초록, 3D의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KFCC 로고는 단색 바탕에 흰색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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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
TM 마크: 트레이드마크(TM)는 KFCC 로고와 항상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KFCC 로고 라이센스 번호: KFCC 로고 라이센스 번호는 KFCC 로고와 항상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KFCC 인증비율표시: KFCC 로고는 KFCC 선언/표시와 KFCC 사이트와 같이 표시
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제품 이외용은 공식적으로
“Promot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를 사용한다.
8.3.4 예외적 사용
8.3.4.1 라이센스 번호를 제외한 인증로고 사용
인증로고/라벨 크기로 인해 라이센스 번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와 혹은 기술적
으로 라이센스 번호를 인증로고와 함께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라이
센스 등록번호 없이 인증로고를 사용될 수 없다.
라이센스 번호를 제외한 인증로고 사용은 라이센스를 발행한 운영기관으로부터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