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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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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채허가서(harvesting permits) [주정부〕

 (벌채가 행해지는 주/자치도시에 따라 그 명칭과 절차가 다름)
p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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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SC 인증서

 (‘17년 63,744㏊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17년 전체 산림의 7%인 745,559㏊가 PEF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PEFC 이탈리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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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2013년 3월 3일 발효된 EU목재규제는 다른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도 적용됨)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 1 -

이탈리아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이탈리아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

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FRA2015) 데이터에 따르면, 이탈

리아의 전체 산림면적은 11.1백만㏊(M㏊)이며, 국토 전체 면적의 3분의 

1(36.87%)을 차지합니다. 기타임지는 전체 산림의 16%를 차지합니다. 

이탈리아 산림의 66%는 사유림입니다. 그 밖의 산림은 국가, 주, 또는 시에서 경

영하는 공유림이며, 이 중 대부분(65.5%)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 이탈리아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이탈리아 산림 중 93,000㏊ 만이 일차림으로 분류되며, 8.5M㏊는 천연 갱신림, 

약 0.64M㏊는 조림입니다. (대부분 포플러) 

목재 공급이 가능한 산림 면적은 8.22M㏊로서, 전체 산림 면적의 74%에 해당됩

니다. 

보호림의 경우, Natura 2000 Sites {커뮤니티 중요지역 (Sites of Community 

Importance, SCI)와 특별보호지역 (Special Protection Areas, SPA)}는 전체 산림의 

22.2% (1.9M㏊)를 차지하며, 이 중 15% (1.3M㏊)는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내에 

속해있으며, 1% (0.11M㏊)는 자연보호구역 또는 기타 보호지역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내의 산림은 반드시 공원관리계획에 따라 경영

되어야 하며, Natura 2000 sites에 속한 산림 내의 활동은 사이트 (site)별로 정의

된 경영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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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산림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또한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국내에서는 농업식품산림정책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Policies)가 산림 정책에 관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나, 1977년 (Decree n. 

616/77) 이후 농업 및 산림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 (벌채허가서 발행 및 경영계

획 승인 포함)이 주 정부로 이양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농업식품산림정책부는 유럽공동체 규정 2173/2005 (Reg. EC 

2173/2005)와 유럽연합 규제 995/2010 (Reg. EU 995/2010)에 따라 유럽연합 산림

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 (EU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 및 EU목재규제 (EU Timber Regulation) 준수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개발총국(General Directorate of Rural 

Development, Unit DISR III)이 이탈리아에서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 금지 시스템

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식품산림정책부의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며, EU 목재 규제/FLEGT 준

수에 대한 주무 책임이 동일 부처 내 다른 과 (office)로 이양될 가능성이 큽니

다. 

 

연락처 정보 : 

이탈리아 정부 농업식품산림정책부

전화: +39 06 4665 5063 

DISR3@politicheagricole.it 

segreteria.direzioneforeste@politicheagricol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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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이탈리아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벌채 금지 지역 및 보호 수종 포함

· 이탈리아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

항은 무엇입니까?

· 이탈리아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연락처 정보를 기

재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벌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정부가 발행하는 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19개의 주와 2개의 자치도시가 있습니다. 각 주

와 자치도시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벌채허가를 담당합니다. 각 주마다 규범적 

프레임워크 차이가 크므로, 벌채허가서는 벌채가 행해지는 주/자치도시에 따라 

그 명칭과 발급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벌채허가서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

리로 분류됩니다. 즉, (i) 벌채 통보(harvesting notification)는 소규모의 벌채(즉, 

작은 면적, 주/자치도시의 법이 정한 한도에 따른 제한된 벌채량), 특히 왜림에 

적용되며 좀 더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ii) 벌채 면허/허가/프로젝트

(harvesting licenses/permits/project)는 중간 규모 혹은 대규모 벌채에 적용되며 

특히, 고림 및/또는 법적 제한을 받는 지역(예를 들어, 환경, 경관 또는 수문지리

적 제한을 받는 지역)에 적용되고 좀 더 장기적인 평가/승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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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당국은 벌채허가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벌

채가 벌채허가서에 기록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지, 벌채허가서에 기록된 벌채 

면적, 수종, 벌채량 및 기타 정보가 정확하며 법률이 정한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채허가서는 경영계획 (경영계획은 정기적으로 승인됨)과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주 법령 3267/1923 (RDL 3267/1923)의 130조에 따르면 공유림 (국유림, 주유림 

및 시유림)은 공식 승인된 경영계획(Piani economici 또는 Piani di assestamento)

에 따라 경영되어야 합니다. 경영계획이 승인되면, 그 계획은 구속력을 갖습니

다. 사유림의 경우 (주 내 산림법이 정의한 경우 제외) 경영계획은 필수가 사항

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라도 기존 규제를 준수하여 경영되어야 합니다. 경영계획

의 수립, 제출, 승인 및 갱신 절차는 주/자치도시의 규제를 따릅니다. 

자연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 내의 “자연적 핵심지역 (naturalistic core area)”에

서는 벌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일부 보호수종이 있으나, 이들 보

호수종은 목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지역 관련법 No. 

394/1991(law of protected area No. 394/1991)의 12조에 따르면, 자연보호구역과 

자연공원은 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의 경영계획은 공원 또

는 보호구역 관리 당국이 수립하고 환경국토해양부(Ministry of Environment, 

Land and Sea)가 승인합니다. 

벌채를 포함한 산림경영 활동은 지역(주/자치 도시) 규제 및 공원관리계획의 요

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주에서 지정한 관할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영향 평가서(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여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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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이탈리아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또는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 법률 및 주 지방개발계획(Regional Rural Development plan)은 사유림과 공유

림을 위한 인증제도의 채택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산림과 조림지의 인증

을 통해 산림과 조림지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산림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목재제품 이력을 인증

하도록 합니다. (Chain of Custody)  

산림경영기관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산림 인증 표준의 

일부입니다. 인증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 절차를 통해 제3

의 기관이 평가 수행에 적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 절차란 평가자

의 자격 및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는 절차입니

다.  

2017년, 이탈리아 전체 산림의 7% (745,559㏊)가 PEFC 인증을 받았으며, 63,744

㏊가  FSC 인증을 받았습니다. 

EU는 어떠한 자발적 산림 인증제도도 EU목재규제(EUTR)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

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증(산림경영 또는 관리 연속성 관련)을 

받은 사업자(operator)들이 EU목재규제의 목적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 더 낮다는 

점은 예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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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이탈리아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

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합법성에 대한 국가 및 민간 검증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벌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몇몇 자발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비즈니스 연합의 모범 행동 강령 (모범 사례)  

- 제3자가 검증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및 목재 제품 이력 추적 인증 (국제 

표준 FSC, PEFC)  

- 기타 인증 (사회적 책임성 인증-SA 8000)

- 제3자 감사 

- 환경 및 사회 보고 활동 

- 녹색 공공 구매 정책(Policies of Green Public Procurements, G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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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탈리아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

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이탈리아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2013년 3월 3일 발효된 EU목재규제(EUTR)는 다른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도 적용됩니다. EU 목재 규제(Regulation 995 (politicheagricole.it/flex/

cm/pages/ServeBLOB.php/L/IT/IDPagina/6128 참조)의 6조에 따르면, EU목재규제

에 따라, 사업자(operator)들은 불법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자국 시장 내 유

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절차를 통해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U목재규제가 적용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은 이 규제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습

니다. 

상업 활동의 일환으로  EU목재규제 (EUTR 995/2010) 부속서에 포함된 제품을 

자국 시장에 최초로 유통하는 사업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EU목재규제 (Regulation (EU) 995/2010, EUTR)의 4.2조와 6조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 위원회 시행 규정 607/2012 3조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 EU목재규제(Regulation (EU) 995/2010)의 6.1조 a)항에 명시된 사업자의 공급에 

관한 정보 기록부 및 위험 경감 절차 적용에 대한 문서  

추가 정보  

- 공인된 모니터링 기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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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이탈리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입니까?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

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이탈리아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

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국산 또는 수입 목재에 대해 목재 사업자가 목재의 이력을 추적

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예외도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EU목재규

제(EUTR)에 대한 경우로서, 사업자는 지역 및 벌채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위원회 시행 규정 No. 607/2012 3조 “사업자의 공급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the operator’s supply”), (ec.europa.eu/environment/

forests/timber_regulation.htm를 참조하십시오)

사업자들이 벌채 시점부터 공급망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장소에서

도 일부 목재 분야의 경우는 이력추적의 의무가 있습니다.:

 - 구조적 사용 분야를 위한 목재. 2008년 1월부터 발효된 인프라 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시행령 (decree)에 따르면, 가공 후 판매된 완제품(예, 벌채

되어 특정 목재 지붕 설계에 따라 가공된 집성 목재)과 목재 생산자(예, 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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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생산자)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 목재 관련 종사자들은 자신이 구

매하는 목재(예, 오스트리아 산 집성 목재) 의 이력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력 

추적은 벌채 장소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탈리아에서 벌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이 표시한 교목(벌채 수

행 전)에서부터 벌채 후 산림에서 운반되는 원목까지의 이력 추적이 가능해

야 합니다.  

이탈리아 수출업자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수출문서를 세관 (National 

Customs Agency)에 제출해야 합니다. (i) 상품의 종류, (ii) 원산지 (iii) 운송 수단

(트럭, 컨테이너, 철도차량, 비행기 편명) (iv) 운송문서에 대한 참고자료 및 도착

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허가서 (식물증명) (v) 도착국. 수출문서에 기재된 

정보는 세관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상품은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System)에 따라 식별되어야 합니다.  

수출문서 분석이 완료되어야 세관은 수출에 대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이탈리아는 의회위임법안 No. 214/2005 (D.lgs n. 

214/2005)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식물과 식물제품 보호에 대한 유럽 이사회 

지침 2002/89/CE(directive n. 2002/89/CE)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법의 3조에 따르

면, 목재, 목재칩, 톱밥, 목재 부산물 및 포장, 운반 또는 보호를 위한 목재는 국

가 및 주의 식물위생청 (Phytosanitary Services)이 수행하는 식물위생 관리의 대

상이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의거한 통합분류코드는 의회위임법안 No. 

214/2005 (D.lgs n. 214/2005)의 부속서 V, 파트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생산자 및 도매업자는 제품의 시장 유통을 위해 동일한 식물위생청의 인

가를 받아야 합니다. 

EU에서 이사회 지침 2004/102/CE (European Directive 2004/102/CE)를 통해 채택

하고, 전 세계 일부 국가가 의무로 지정한 목재 포장재에 대한 식물위생 요구사

항 기준 (ISPM-15 Standard)의 준수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열처리를 

받은 포장재에 대한 신청서는 코르크우드서비스 컨소시엄(ConLegno)에 제출해야 

합니다. ConLegno은 이러한 사안 관리에 대한 담당기관으로 임명되었습니

다.(DM 2015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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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U와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자발적 파트너십협정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VPA)의 최종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2016년 11월 15일 FLEGT 면허 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FLEGT 면허가 운영되고 있고, VPA의 개정 부속서 I 에 포함된 제품 종류에 적

용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는 FLEGT 면허를 동반한 상태에서 합법성이 검증

된 목재만 EU에 수출합니다. 이탈리아는 FLEGT 면허 처리에 50유로의 수수료

를 부과합니다.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종 데이터 (CITES Species data (2015))에 따르면, 

CITES 부속서(CITES appendices)에 포함된 어떤 나무도 이탈리아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EU목재규제(EUTR) 준수를 위해, 사업자들 (operator)은 자체적인 실사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기구가 설계, 지속적 업데이트 및 검증하는 실사 시

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구 (OO. CC.)는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적법하게 인

정한 민간 또는 공공 법인으로서, EU목재규제(EUTR)를 위해 자체적인 실사 시

스템 개발 의도가 없는 사업자들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EU목재규제(EUTR) 산하의 모니터링 기구로서 Conlegno과 CSI 

S.p.A.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들 기구는 EU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자가 공급업체로

부터 받은 문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붙임

·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허가서, 수출허가서,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A – 벌채허가서 양식 (샘플) - 토스카나 (Toscana)주

 첨부 B – 벌채통지서 양식 (샘플) – 움브리아 (Umbria)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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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A – 벌채허가 양식(샘플) - 토스카나(Toscana) 주]

산림청

지방자치법 제39/00호 및

산림 관리 규정 관련

입목벌채 및 작업 허가 신청서

1/9쪽

담당 기관

대상 A – Azienda
구분.00 – 보조(참고)자료

  □ 국립공원 지정구역 내 작업 포함(이탈리아 산림자원법 제68조 제1항)

구분.0 – 허가유형(단일선택)

  □ 벌채허가                                □ 벌채 및 작업 허가

  □ 승인간주(silent consent)식 벌채허가        □  관련 작업

인지세

14.62유로

 구분.1 – 회사

분류 회사유형
사업자등록번호 ID번호(C.F.)
성 또는 상호/회사명
이름 출생지(선택사항)
출생일(선택사항) 주소(도로명/번지)
지역/시 도/주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선택사항) 팩스(선택사항)
홈페이지(선택사항 이메일(선택사항)

 구분2. - UTE(*이탈리아 내 자체 생산기술 기반 업체 단위)

업체명
주소(도로명/번지)
지역/시 도/주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선택사항) 팩스(선택사항)
홈페이지(선택사항 이메일(선택사항)

 법인에만 해당 : 대표자 상세사항(구분.1)

ID번호(C.F.) 직위/업무
성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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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B – 벌채신고 양식(견본) - 움브리아(Umbria) 주]

별첨 B

담당기관                  .

2001년 11월 19일자 지방자치법 시행규정 제28호에 따른 벌채신고서

성명 :                                 

출생지 :                                출생일 :                       

거주지 주소 :                도로명 :                      번지 :                     

전화 :                       ID번호(C.F.) :                                            

위 사람은 이탈리아 입법령 제445호 제76조에 따라(D.P.R.445, art.76, 2000년 12월 28일자) 허

위 진술, 문서 위조 및 그 사용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인지합니다.

아래 사항을 선언합니다.

□ 해당 벌채작업 지역을 소유합니다.

□ (실질적인)벌채작업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소유자가 벌채신고서 제출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면허번호 :                               면허유형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해당 벌채적지, 최종 사용연도, 수행할 벌채 유형(대상 입목)에 관한 모든 자료는 신뢰성과 진

정성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보로 제3자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증명합

니다.

아래 사항을 신고합니다.

아래 지역 관할 산림지에서 다음 표에 명시된 벌채구역도에 따라 입목벌채를 실행합니다.

지역/시 :                                (구역명/loc.)                     

벌채 대상 구역(벌채구역도)

(관할)지적 지역/시 시트 구역
구역 

총면적(㏊)

구역 내 

벌채면적(㏊)

최종 

사용연도

입목 벌채량은 지적면적     (Ha) 및 총면적    (Ha)에서 종자(저림작업) 약     (톤) 및 묘목

(교림작업) 벌채목재 약     (㎥)본을 채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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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고도

□ 해발~500m     □  해발 501~1,000m     □ 해발 1,001~1,500m     □ 해발 1,500m 이상

산림소재지

□ Natura 2000지역(SIC, ZSC, ZPS)

□ 자연보호 지정구역(도립 및 국립공원)

시행중인 조림(관리) 방식

□ 중림작업     □ 숙림(over-mature)벌채      □ 과숙림벌채 

□ 저림작업

□ 동령림교림     □ 이령림 택벌교림(단일수목별)     □ 이령림 택벌교림(소그룹벌구식)

□ 불규칙 교림

목재반출방식

□ 가선집재(Yarding)     □ 트랙터 케이지 사용     □ 트랙터 집재(Skidding) 사용

□ 동물 운반     □ 집재 사용 동물 운반     □ 운송관(trench) 이용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산림수목종

주요 종                                                                                 

부수 종                                                                                 

조림(작업종) 상세 사항

저림작업 교림작업
□ 저림작업 □ 간벌작업(제42조1항, 2항)

□ 간벌 작업(제28조3항)
□ 후속/갱신 벌채 교림의 간벌 준비 작업(제

43조3항)

□ 교림 전환 간벌 시작 작업(제37조3항)
□ 후속/갱신 벌채 교림의 이차 간벌 작업(제

43조6항)
□ 순환주기를 초월한 저림의 자연적 발달 

촉진 작업(제38조1항)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본 신고서는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담당 사무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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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Aspects

· How are forest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wnership (public, private, 

indigenous, etc.)? What is the percentage for each classification?

According to FAO FRA 2015 data, in Italy the total forest area is 11.1 million 

ha (Mha), more than one-third of the total national land (36.87%). Other 

wooded lands represent 16% of the total forest area.

Sixty-six percent of Italian forests are privately-owned. The remaining 

component is publicly managed by states, regions or municipalities, with a 

prevalent role played by local municipalities (65,5%).

·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ion forest, 

etc.)?

Only 93 000 ha are classified as primary forests, while 8.5 Mha are considered 

as naturally regenerated forests and almost 0.64 Mha are forest plantations 

(mostly Popular).

The area of forests available for wood supply amounts to 8.22 million ha, 

corresponding to 74 % of the total forest area.

As for protected forest area, Natura 2000 Sites (Sites of Community 

Importance, SCI; and Special Protection Areas, SPA) represent 22.2% (1.9 Mha) 

of the Italian forest area, 15% of which (1.3 M ha) also lies within national or 

regional parks, and 1% (0.11 Mha) is comprised of natural reserves or other 

protected areas. The forest area included within national or regional parks shall 

be managed according to mandatory park management plans, while activities in 

areas falling within Natura 2000 sites must comply with management plans 

defined at site-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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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forests? Which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e system on Restriction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and what is their contact information?

At national level, the Ministry of Agricultural, Food and Forestry Policies is 

responsible for defining the strategic objectives for forest policies, but since 

1977 (Decree n. 616/77), competences and responsibilities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management (including issuing of harvesting permits and approval of 

management plans) have been transferred to regional administrations.

The Italian Ministry of Agricultural, Food and Forestry Policies is the competent 

authority for EU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 and 

the EU Timber Regulation, as required by Reg. EC 2173/2005 and Reg. EU 

995/2010. Specifically, the General Directorate of Rural Development (Unit 

DISRIII) is in charge of the system on Restriction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in Italy.

A reorganization of Italian Ministry of Agricultural, Food and Forestry Policies is 

ongoing and probably the role of EUTR/FLEGT Competent Authority will be 

assigned to another Office inside the same Ministry.

Contact information:

Italian Government

Ministry of Agricultural, Food and Forestry Policies

Phone: +39 06 4665 5063

DISR3@politicheagricole.it

segreteria.direzioneforeste@politicheagricol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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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ects Related to Harvesting Permission Licences and Permits

· Do you have any laws to approve or regulate felling? If any, what are the 

specific articles?

   * Including regions where harvesting is prohibited and timber species to be 

protected

· What ar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arvesting based on forest 

ownership and types?

·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 How is the system managed?

    -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act information.

Obtaining authorisation for wood removal is mandatory across Italy. This 

authorisation is granted by regional offices. In Italy there are 19 regions and 

two autonomous provinces; each is responsible for authorising timber removals 

within its territory. Due to the highly differentiated regional normative 

framework, harvesting permits have different names and follow different 

issuing procedures depending on the region/autonomous province where 

harvesting occurs. In general, harvesting permits can be distinguished as one of 

two broad categories: 

(i) harvesting notifications, required for small-scale harvesting operations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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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areas, limited volumes according to thresholds defined by 

regional/provincial laws), especially in coppice forests, and normally implying a 

simpler and quicker procedure; 

(ii) harvesting licenses/permits/projects, required for medium- to large-scale 

operations, in particular when occurring in high forests and/or in areas subject 

to legal restrictions (e.g. environmental, landscape or hydrogeological 

restrictions), and implying longer assessment/approval procedures.

Regional authorities shall confirm the validity of harvesting permit. Field 

inspections are needed to confirm that harvesting takes place within limits 

given in the harvesting permit and that information regarding area, species, 

volumes and other information given in the harvesting permit is correct and 

within limits prescribed in the legislation. Harvesting permits shall be consistent 

with forest management plan (where this plan is regularly approved).

According to RDL 3267/1923, art. 130, public (i.e. state, regional and municipal) 

forests shall be managed in compliance with formally approved forest 

management plans (Piani economici or Piani di assestamento). Once approved 

these plans become binding. Planning is normally not compulsory for private 

forest areas (apart from cases defined by regional forest laws) that in any 

case shall be managed in compliance with existing regulations. Procedures for 

the development, submission, approval and renewal of management plans are 

defined by regional/provincial regulation.

The harvesting of timber is forbidden in ‘naturalistic core areas’ within 

natural parks or natural reserves. Italy has some protected tree species, 

however none are used for timber production. According to the Law of 

protected areas n. 394/1991, art. 12,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erves and 

parks shall be in compliance with a management plan developed by the park 

or reserve managing authority and approved by th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Land an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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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management activities, including harvesting, sha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defined by local (regional/provincial) regulations 

and by park management plan.

All the activities to be performed within these areas have to be approved by 

competent authorities designated at regional scale. The approval procedure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n Impact Assessment to verify potential impacts 

deriving from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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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ects Related to Internationally Accepted Certification

· Do you apply Certification Systems (FM or CoC) in your country which are 

accepted internationally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for 

example, FSC or PEFC?

    -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The Regional legislation and the Regional Rural Development plans promote 

and encourage the adoption of certification schemes for private and public 

forests. These schemes allow to certify the management of forests and 

plantations for their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ility, but also 

to certify the traceability of the wood product from the forest to the final 

consumer (Chain of Custody).

A requirement for compliance with legisla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forest management unit is generally part of forest certific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schemes generally require such third-party organisations to be 

able to demonstrate their qualifications to perform assessments through a 

process of accreditation that sets standards for the skills of auditors and the 

systems that the certification organisations must adhere to.

In 2017, 7 % of total Italian forest area (745 559 ha) is certified under 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 (PEFC) and 63 

744 ha are certified under 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certification scheme (FSC).

The EU has decided not to recognize any voluntary forest certification scheme 

as a green lane of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UTR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but it is foreseeable that operators in possession of 

a certification (related to forest management or chain of custody) will be 

considered less risky for the purposes of the Timber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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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 Do you have your own national or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 What system or document verifies the certification details?

    - How can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ion details be verified?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each certification system?

No national or private legality verification schemes have been expected in 

Italy.

There are some voluntary tools for preventing and fighting illegal logging such

as:

   ⁃ code of good conduct (best practices) of business associations
   ⁃ third party verified certification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wood product traceability (International standards FSC, PEFC)

   ⁃ Other certifications (i.e. Social Accountability Certification- SA8000)
   ⁃ Third party audits
   ⁃ Environmental and social reporting activities

   ⁃ Policies of Green Public Procurements (G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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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s in Italy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 How can they verify th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in which the systems are applied?

    - Are those systems of Italy accepted in other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EUTR), which came into force on 3 

March 2013, applies to Italy as it does to all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ccording to Article 6 of Regulation 995 (see 

politicheagricole.it/flex/cm/pages/ServeBLOB.php/L/IT/IDPagina/6128),

EUTR requires that operators should exercise due diligence through a system 

of measures and procedures to minimise the risk of placing illegally harvested 

timber and timber products derived from such timber on the internal market.

Timber and timber products to which this Regulation applies are listed to the 

Annex of EUTR.

Operators placing for the first time on the internal market for distribution or 

use in the course of a commercial activity any products listed in the annex to 

Regulation (EU) 995/2010 (EUTR) should present:

  • documents required according to articles 4.2 and 6 of Regulation (EU) 

995/2010 (EUTR),

  • documents required according to article 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60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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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ster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Operator’s supply as provided for 

in article 6.1 a) of Regulation (EU) 995/2010 and documentation of 

application of risk mitigation procedures.

Additional collection of information:

  • Consultation with recognized Monitor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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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 Do you have any law for permission or regulation of processing and 

exporting legally harvested hardwood and legally imported timber or timber 

products in Italy?

    - What are the specific provisions?

    -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legal processing 

and exporting?

    - How can authenticity of the systems and documents be verified?

    - In case of exporting combined and processed imported and domestic raw 

materials such as flitches, glued laminated timber, laminated floorboard, 

plywood, furniture,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the content and legality of the imported and domestic raw 

materials?

· Do you have private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Illegally Harvested Timber Trade Prohibition Systems, such as verification of 

legality of exported and imported timber or timber products, tracking 

background of supply chain and identification of legality?

With few exceptions, there is no duty on timber operators to trace timber 

supply chains for either domestic or imported timber in Italy. One exemption is 

for EUTR cases where the operator has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subnational region or about the concession of harvest (see Article 3, 

“Information concerning the operator’s supply” of the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607/2012, 



- 24 -

ec.europa.eu/environment/forests/timber_regulation.htm).

There are examples of a duty of traceability in some wood sectors, even 

where operators are not obliged to hold supply chain information from the 

point of harvest:

   ⁃ in the timber for structural use sector, an Italian Ministry of Infrastructure 

decree from January 2008 provides that timber workers are obligated to 

trace the timber they buy (e.g. a glue lam beam from Austria), in cases 

where the product must be connected to the finished product sold after 

processing (e.g a glue lam beam that has been cut and processed 

according to a particular wooden roof design), to the timber producer (e.g. 

of the glue lam beam). This traceability need not extend to the place of 

harvest;

   ⁃ for timber harvesting in Italy, there must be traceability from the tree 

(before harvesting), marked by the relevant authority, to the logs that are 

transported from the forest after cutting.

Italian exporters have to provide to the National Customs Agency export 

documentation that includes details of: (i) type of goods, (ii) the origin of 

product, (iii) means of transport (truck, container, railroad car, airplane flight 

number), (iv) references to transport documentation, and specific authorization 

(as phytosanitary certification) if requested by the country of destination, and 

(v) country of destination. Information included within the export documentation 

shall correspond to the customs bill. Goods shall b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Combined Nomenclature System.

The National Customs Agency can authorize the export only after an analysis 

of the export documentation is completed.

As regards phytosanitary measures, Italy has adopted the European Directive n. 

2002/89/CE, on the Protection against organisms harmful to plants and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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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through D.lgs. n. 214/2005. According to art. 3 of this law, timber, 

woodchips, sawdust and wood residues, as well as timber used for packaging, 

transport or protection is subject to phytosanitary controls performed by 

national and regional Phytosanitary Services. CN codes subject to these 

requirements are listed under Annex V, part A to the D.lgs. n. 214/2005. All 

producers and wholesalers of these products shall be authorized by the same 

Phytosanitary Services in order to place them on the market.

As regards compliance with ISPM-15 Standard for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wooden packaging, adopted at EU-scale with European Directive 2004/102 CE 

and made compulsory by several countries at global scale, applications for 

packaging that has been produced or has received heating treatment in Italy 

shall be addressed to ConLegno, which has been appointed as the entity in 

charge of managing this matter (DM 13th July 2015).

In 2016, the EU and Indonesia confirmed that Indonesia had met the final 

requirements of the VPA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and Indonesia 

began issuing FLEGT licenses on 15 November 2016. Now that FLEGT licensing 

is operational, and for product types listed in the VPA’s revised annex I, 

Indonesia exports to the EU only verified legal timber products accompanied by 

FLEGT licenses. Italy has imposed a fee of 50 euro for each processed FLEGT 

license.

According to UNEP-WCMC and CITES Species database (2015), no tree species 

included within CITES Appendices are found in Italy.

As for the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Operators can define their own 

Due Diligence System or can use one designed, continuously updated and 

verified by a monitor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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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itoring organizations (OO. CC.) are private or public legal entities, duly 

recogni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can guarantee operators who 

do not intend to develop their own system of due diligence, respect for EUTR.

The European Commission has recognised the consortium, Conlegno, and CSI 

S.p.A. as monitoring organisations in Italy under the EUTR. Their role is to 

provide advice on the documents that operators receive from suppliers from 

outside the EU.

 Attachments

Please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samples of 

documents related to questions above (permit for felling, processing company 

certificate, export permit, certification of authentication, etc.).

Attachment A – Authorisation to harvest form (sample) – Toscana region
Attachment B – Notice to harvest form (sample) – Umbri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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