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 대상 CITES 거래영향평가 지침서 ⚫ 9 

STEP 1

표본 종 식별

이 단계의 중요성

거래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종을 반드시 식별(동정, identification)하여야 

한다. 거래영향평가뿐만 아니라 CITES 이행 전반에 걸쳐 정확한 종 식별 및 학명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종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과학당국이 거래영향평가에 필요한 

종 관련 정보를 적용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목재의 경우 형태적으로 유사한 다른 종의 목재와 종 수준으로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목재 운반 시 혹은 목재 가공품과 같은 경우 여러 종이 함께 존재할 경우 특히 그렇다. 

보통 거래되는 목재에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또는 일반명이 사용되기 때문에 종 

식별이 어렵고 정확한 학명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일반명이 다수의 

목재종을 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종 식별과 학명의 확인은 역동적인 과정으로 표본과 분류학적 정보 사이의 불확실하거나 

상이한 정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와 기존 정보 사이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본 종 식별과 분류학적 실체 사이의 불확실성은 과학당국의 거래영향평가 

수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영향평가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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