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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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벌채허가서(harvesting license) [산림청〕
- 취득허가서(yield license)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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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허가서(transfer license) [산림청〕

첨부3

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고시하는 서류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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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그리스는 불법벌채와 임산물 불법거래에 큰 우려를 제기하여
그리스의 목재 및 임산물 보호를 위해 엄격한 국가 법률체계를 개발했으
며, EUTR 시행으로 기존 법률체계를 강화함)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마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1. 벌채허가서(harvesting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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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공화국
중앙 마케도니아 – 트라키 지방자치 주

번호. 89

산림농업부 드라마(지역 이름)

벌목 허가

산림학자 아나**** 펙**** 본인은 – 지역 – 주 소속 벌목자 ADS 시디로네로(마을 이름)의
‘로도피(Rodopi)’는 정부가 정부 소유의 시디로네로 주 북쪽 네스토스 숲 DT 63 산림구역에
대한 벌목 또는 임대료로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 은행(National Bank) 의 사본 번호 –
에 따른 채권추심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이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산림
상품

목재

수

양

카테고리
Biom/ko
Biom/ko
얇은 Str/li
원형
원형
데이
(그리스
전기회사)

무
게

과세
농.목축.산림부 법

임대료
농.목축. 산림부 전용

세금

의거

법 의거

23%

개당
유로

총
유로

개당
유로

총
유로

구주소나무
독일가분기나무
구주소나무
구주소나무
독일가분기나무

153.6kg
232.8kg
13kg
1100kg
519kg

19587/ 2017
보증금 문서
위탁채권
번호 476/2018년 4월 27일

구주소나무

330kg

6,700 유로의 금액에 해당

유로

기둥(전신주)

이 문서는 산림 제품의 벌목, 건축 또는 수집을 위한 문서로 사용되도록 부여된다. 산림 법령
의 규정, 설치 보고서의 조건 및 벌목표 또는 관리 보고서를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2018년 7월 5일
산림청

펙**** 아나****
A등급(15년 이상 경력의 고위 공무원) 산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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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취득허가서(yield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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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허가

번호: 7609

농.목축.삼림부와 법 126.86조 7항에 규정된 내용과 시디로네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품번: 7609

따라 시디로네라의 ‘로도피’에 정부 소유의 서 네스토스 숲에서 아래 항목의 목제품

목재: 63si

그리스 공화국
중앙 마케도니아 – 트라키 지방자치 주
산림농업부 드라마(지역 이름)

숲: 서 네스토스

취득을 허가한다.

카테고리 별 제품 양
가구용

목제품
종류

목재m²

원통m³

목재
m³

1

구주소나무

장작

개당

추심 제외

m³

가격

합계

50

10485,5

합계

10484,5

209,69

도끼 번호: 4
1. 초록색 반점

시**** ‘로**’ 에게 취득 허가 안내를 첨부함

판매량
농목축삼림부
인수 번호

양

1258,14

지방자체단체
인수
양
번호

524,725

드라마 2018년 7월 9일
임학자

드라마 산림청장
A등급 산림학자

펙****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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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1. Product type & quantity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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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2. Transfer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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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roduct type & quantity-card
7쪽 중 1
그리스 공화국 중앙 마케도니아 & 트라키 지방자치 주
드라마 산림청
산림복합단지의 표준 벌목 : 서 네스토스
목재 수량 안내 번호: 4
숲: 63 st – 협력사: 시**** ‘로**’ - 색: 초록 점
종류: 구주소나무 – 분류: 원형 – 도끼: 9
D1

D2

D3

양

총량 25,242

드라마 2018년 월

일
위원회

3-2. Transfer card
운반 안내문
(목재 상품)
1. 운송 기본 정보: 334,13 세제곱미터
a) 번호 및 날짜: 6774 / 2016년 9월 30일
b) 목제품 종류 및 수량: 장작용 소나무
2. 선적지: 시스템 102 a

3. 도착지:

4. 수송자 성명: 니** 자****

5. 이동 수단(번호)

6. 수취인 성명
7. 목재 상품 운반 상세 정보: 색상 파랑
목재 상품명 및
종류

A/A

묶음 수량

크기
길이

지름

양
총량

8. 운송 최종 양: 28,13㎥
9. 목제품 운송 출발 일시: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10. 운송 도착 일시: 2016년 9월 30일
11. 기타 참고 사항: 306-세제곱미터
참고: 위에서 언급한 목제품이 불법 운송될 경우 제품과 운송 수단은 법률 제 4173/29조의 20
항, 483/1948조의 3항 규정에 비추어 압수되고 몰수되며 4173조의 219.222 항에 따라 최대 1년
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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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그리스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
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 3208/2003 (정부관보 303A’) 제9조제1항
산림 및 산림지역은 공유 및 사유 등 소유권에 따라 분류됩니다.
1) 산림은 그리스 국가 소유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유림은 국가 총 산림면적
의 65.4%로, 그리스 영토의 12.4%를 차지합니다.
2) 사유림 소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속한 산림(지방자지치단체).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속한 산림.
소유주가 여러 명인 산림은 해당 소유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의해 관리됩
니다.
수도원과 그리스 정교회 소유의 산림.
비공유 산림은 산림면적의 34.6%에 속하고, 그리스 면적의 6.58%를 차지합니다.
사유림은 그리스 산림의 18%이며, 나머지(지역사회, 수도원 등) 산림은 17%입니
다.

· 그리스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법률 998/1979 (정부관보 289A’)
(법률 3208/2003 정부관보 303A’제1조제3항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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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 및 산림지역 범주(Forest and woodland categories)

1. 산림 및 산림지역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산림의
유용성과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a) 특정 과학적, 미학적, 생태학적 및 지형학적 이익이 있거나 특별보존지역
및 특별보호지역(국립공원, 미적 산림, 습지, 자연보호구역, 지역사회 법률
로 보호하는 네트워크 및 지역, 고고학적 유적지, 기념비 및 유적지의 인근
환경)에 속하는 산림 및 산림지역.
(b) 개울, 흐린 도시, 빌라나 정착지와 같은 곳에서 토양과 지하수에 특별한 보
호적 효과를 갖는 산림 및 산림지역(보호림 및 산림지역). 인근 자연 또는
문화적 기념물이나 주요 기술적 작업에 대해 보호됨.
(c) 임산물이나 기타 1차 생산품의 생산에 특히 중요한 산림 및 산림지역(개발
가능한 산림이나 생산림 및 산림지역).
(d) 사람들의 여가를 위해 제공되거나 지역 또는 관광 개발을 위한 생계수단으
로 제공된 산림 및 산림지역(산림 및 산림여가 지역).
(e) 상기 a에서 d까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산림 및 산림지역.

2. 인간 시설물 및 활동과 관련한 산림 및 산림지역의 위치 관점에서, 다음을 구
분해야 합니다.
(a) 도시나 주거 지역 내 공원 및 목초지.
(b) 전원지역의 모든 연안지역에 거친 1,000미터 넓이의 구역(연안 산림), 호수
변 근처 500미터(호반)와 강둑 200미터에 있는 산림 및 산림지역
(c) 국가도로와 200미터 지방도로의 1,000미터 넓이 면적 이내에 위치한 산림
및 산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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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관광지역이나 스파 리조트 내 또는 인근과 그 중심의 반경 3,000미터 내에
위치한 산림 및 산림지역.
(e) 고고학적 유적지, 유적지 또는 기념물 또는 전통적 정착지 인근과 이들 중
심의 반경 3,0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산림 및 산림지역.
(f) 공업지역이나 외진 공업지역과 이들 주변 1,000미터 구역 내에 위치한 산림
및 산림지역.
(g) 일반적으로 아티카(Attica) 현 내에 위치한 산림 및 산림지역.

3. 농림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발행된 대통령령에 의해, 다음이 가능합니다.
(a) 2항 의미 내의 거리를 국가 특정지역에 규정된 한도의 절반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즉, 해당 거리에 대해서, 국가 특정지역에 규정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b) 2항 범주에 추가 관할지역.

· 그리스의 산림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산림청(Forest Service)이 산림관리를 담당합니다. 특히, 환경에너지
부가 정책입안의 관할권을 갖고, 분권화 부서들이 산림경영계획을 개발하고 이
를 시행합니다.

·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연락처는 무엇
입니까?
1) 기획 및 산림정책 부서(Directorate of Planning and Forest Policy)
야생동물 및 CITES 종 교역과 운송 관리부(Department for the Control of the
Trade and Transport of Wildlife and CITE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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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중앙 CITES 관리당국(Greek Central CITES Management Authority)
/그리스 중앙 EUTR 감독관청(Greek Central EUTR Competent Authority)
/그리스 중앙 FLEGT 감독관청(Greek Central FLEGT Competent Authority))
grcitesma@prv.ypeka.gr

2) 산림보호 부서(Directorate for the Protection of Forests)
산림보호 및 농촌안전부(Department of Forest Protection and Rural Security)

3) 산림경영부서(Directorate of Forest Management) /diaxeirisi.dason@gmail.com

- 4 -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그리스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벌채(목재 및 비목재 제품 포함)는 그리스에서 산림법 제도를 통해 전적으로 규
제됩니다. 산림협동조합이 주로 적용하는 세 개의 주요 시행시스템이 있습니다.
⁃ 주변 산림당국이 산림협동조합을 고용하여,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익을 위한 제품을 조달하는 자영업.
⁃ 협동조합에 작업 및 제품 배정.
⁃ 협동조합이 산림청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혜택을 위해 제품을 활용하는
생산의 임대.
관련 법률: Legislative Degree(입법명령) 86/1969, Presidential Degree (대통령령)
126/86, Law 4423/2016

* 벌채 금지 지역 및 보호 수종 포함
· 그리스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
은 무엇입니까?
벌채관리(모든 공유림이 벌채관리를 받는 것은 아님)를 받는 공유림과 관련하여,
상기 산림법률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으로 승인된 기존 관리계획.
⁃ 주무 산림당국이 개발프로그램을 구성.
⁃ 벌채관리 하의 각 산림 단위에 대한 개발 시스템 선정.
⁃ 관련 협동조합의 평가 및 각 작업의 배정.
⁃ 작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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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1)

주무 산림관청이 발급한 상기 언급된 절차별 문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과 산림당국 간 계약서. 모든 세부사항을 생산되어야 하는 합법적
제품과 함께 명시.
⁃ 협동조합과 벌채 허가증(harvesting license)의 설치 프로토콜.
⁃ 작업의 각 실행 단계의 검사 프로토콜.
⁃ 제품 및 수확 허가증(yield license)2)을 고려한 최종 검사 프로토콜.
⁃ 모든 합법생산 제품이 언급되는 양도 허가증(Transfer license)3).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기 언급된 시스템은 해당 주변 산림당국이 관리하고, 양도 허가증은 산림에서
최종 상업지점까지 합법생산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발행 당국과 합법 소인(legal stamp)에 따라.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연락처 정보를 기
재해 주십시오.
상기에 따른 각 주변 산림당국.

1) 산림청(Forest Service)에서 벌채허가(harvesting license), 취득허가(yield license), 운송허가(transfer license:
product counting card+transfer card)를 발급합니다.
2) 취득허가(yield license)는 협동조합에게 작업이나 제품을 할당할 때 해당됩니다. 협동조합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포
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에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기여금이 계산되며 협동조합이 기여금을 지
불해야 제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운송허가(transfer license)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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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그리스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
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또는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2002년, 그리스가

범유럽

산림인증위원회(Pan-European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PEFCC) 회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었습니
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04년, Mainalon 산림단지(Mainalon Forest Complex)가 그리스 최초로 LIFE-프
로그램 하에서 FSC의 지속가능한 관리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서는 201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Mainalon의 산림관리는 인증서를 갱신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전반적 검토 중 제기된 세가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한이 만료된 관리보고서의 갱신.
2. 산림 벌채 작업자 훈련.
3.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종에 대한 데이터의 보고 및 사용.

2010년 이후, 그리스는 산림이나 임산물의 인증에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
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산림 서비스 직원의 영구적 감소와 전년도의 자금부족도
추가적인 문제였습니다.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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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그리스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
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그리스에는 국가 또는 민간 인증시스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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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리스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
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오. “벌채허가 관련 사항”에 대한 관련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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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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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리스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
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EUTR 규정 훨씬 전에 불법벌채와 임산물 불법거래에 큰 우려를 제기한 그리스
는 그리스의 목재 및 임산물 보호를 위해 엄격한 국가 법률체계를 개발했습니
다.
그리스의 EUTR 법률체계
현재 유효한 Joint Ministerial Decision(공동장관결정) no. 134627/5835/23-12-2015
(GG 2872/B/29-12-2015).
그리스에서 EU 규정 995/2010 시행은 이러한 기존 법률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법률체계에 통합됩니다.
그리스는 부처 웹사이트에 대중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EUTR 페이
지를 개설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www.ypeka.gr/Default.aspx?tabid=587& language=el-G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Ø

Directorate of Planning and Forest Policy

야생동물 및 CITES 종 교역과 운송 관리부 (Department for the Control of the
Trade and Transport of Wildlife and CITES Species)
(그리스 중앙 CITES 관리당국(Greek Central CITES Management Authority)
/그리스 중앙 EUTR 감독관청(Greek Central EUTR Competent Authority)
/그리스 중앙 FLEGT 감독관청(Greek Central FLEGT Competent Authority))
grcitesma@prv.ypek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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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표는 EUTR/FLEGT 관련 국내 시행 입법안을 참조
합니다:

EUTR와 FLEGT에 관련된 국내 시행 입법

분류 (EUTR/FLEGT,
1차/2차)

공동 각료 결정 No. 134627/5835/23-12-2015(2015년 12월 23일) (관
보 2872 B) 2010년 10월 2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No
995/2010 이행을 위한 조치 및 절차, 관할 당국의 지정이 목재와 목

EUTR primary (1차)

재 제품을 시장에 납품하는 운영자의 이행 의무를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와 법률 위원회 규정 및 이의 적용을 위임함
회람 No. 134382/5229/30-12-2015(2015년 12월 30일)[EUTR구현을 위
한 제도적 체계]
공동 각료 결정 No. 152149/1472/21-03-2017(2017년 3월 21일):
공동 각료 결정 개정 No. 134627/5835/23-12-2015(2015년 12월 23일)

EUTR primary(1차)
EUTR secondary (2차)

공동 각료 결정 No. 155096/268/24-04-2017(2017년 4월 24일): 공동
각료 결정 134627/5835/23-12-2015(2015년 12월 23일) (관보 2872 B)
에 따라 지역 등록부에 ‘운영자’와 ‘중개 무역인’ 등록을 위한

EUTR secondary(2차)

신청서 제출 마감 기한 연장
법률 86/1969 [산림 코드], 조항 268, 271은 법률 4138/2013과
4280/2014에서 개정 됨
대통령령. 1928 [산림 경영, 벌목 안내 및 방법, 산림 과세 및 임차,
임산물 처분, 수지세 임대, 수확 및 수확 재배]

EUTR primary(1차)
EUTR/FLEGT
primary(1차)

회람 No. 136953/5132/14-10-2013(2013년 10월 14일): 산림 자원의
불법 벌목과 운송, 불법 복제, 산림 경찰(사법) 규정 위반에 대한 입

EUTR secondary(2차)

법 시행
각료 결정 No. 151364/675/2017: 개별 용도를 위한 장작 처분

EUTR secondary(2차)

공동 각료 결정 135279/159/12.01.2016(2016년 1월 12일) (관보 83B
25.01.2016): 2005년 12월 20일 위원회 규정(EC) No 2173/2005, 개정
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EC협약 의거하며 유럽 공동체로 목재 수입을
위한 자발적 FLEGT 허가 제도를 수립하는 규정 적용을 위한 관료
지정 및 방법과 절차 수립하고 2008년 10월 17일 규정(EC) 위원회

FLEGT primary(1차)

규정 No 1024/2008에 의거 위원회 규정(EC) 2173/2005 유럽 공동체
에 목재 수입을 위한 자발적 FLEGT 라이선스 제도 확립을 위한 세
부 조치 마련
회람 – FLEGT 규정 – 시행을 위한 제도적 체계
회람 No. 135989/601 / 03.02.2016(2016년 2월 3일): FLEGT 흐름도에
따른 벌목 과정 후속 조치
회람 No. 147422/5637/10-11-2016(2016년 11월 10일): FLEGIT 등록
을 위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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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GT primary(1차)
FLEGT secondary(2차)
FLEGT secondary(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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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
정부단체가 있습니까?

붙임
·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허가서, 수출허가서,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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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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3208/2003
(GOVERNMENT GAZETTE 303Α΄)
Article 9, paragraph 1
Forests and forest area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wnership as public
and private.

1) Forests are presumed to belong to the GreekState. Public forests comprise
65.4% of the total forest area of 
the country, accounting for 12.4% of the
Greek territory.

2) Private forest ownership includes:
Δάση που ανήκουν στους δήμους και τις κοινότητες (οργανώσεις τοπικής κ
υβέρνησης).
Δάση που ανήκουν στα φυσικά πρόσωπα ή τα νομικά πρόσωπα. Forests that
belong to many owners are managed by a cooperation, in which participate the
owners.
Forests that belong to monasteries and to the Church of Greece.
Private forests include 18% of Greek forests, while the rest (community,
monastic, etc.) a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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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ion forest,
etc.)?
Law 998/1979
(GOVERNMENT GAZETTE 289Α΄)
(as amended by paragraph 3 of Article 1 of Law 3208/2003
Government Gazette 303Α΄)

Article 4
Forest and woodland categories

1. Forests and wooded areas, for their effective and lasting protection, shall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ir usefulness and function, as follows:
(a) Forests and woodlands of particular scientific, aesthetic, ec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interest or included in special areas of conservation and
special protection areas (national parks, aesthetic forests, wetlands, nature
reserves, networks and areas protected by Community provisions law,
archaeological sites, the immediate environment of monuments and historic
sites).
(b) Forests and wooded areas which have a particular protective effect on
soils and groundwater, such as in streams, overcast cities, villas or
settlements, protected against adjacent natural or cultural monuments or
major technical works (protective forests and wooded areas).
(c) Forests and woodland, which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the
production

of

forest

products

or

other

primary

production

goods

(exploitable or productive forests and wooded land).
(d) Forests and wooded land offered for recreation by the population or as a
means of subsistence for the area or its tourist development (fores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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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ry recreational areas).
(e) Forests and wooded areas not falling into any of the categories a to d.

2.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ocation of forests and woodland in relation
to human installations and activities, the following shall be distinguished:
(a) Parks and grazing within cities or residential areas.
(b) Forests and wooded areas lying in a thousand (1,000) meters wide zone,
across all coastal areas of the countryside (coastal forests), five hundred
meters around the banks of the lakes (lakeside) and two hundred (200)
the river bank.
(c) Forests and wooded areas situated within a thousand (1,000) meters wide
area of 
both national roads and 200 (200) meters of countryside roads.
(d) Forests and forest areas located within or around tourist areas or spa
resorts and within a radius of three thousand (3,000) meters from the
center.
(e) Forests and wooded areas located around archaeological sites, historical
sites, or monuments or traditional settlements and within a radius of three
thousand (3,000) meters from their center.
(f) Forests and wooded areas located in industrial zones or in the outlying
industrial areas and within a zone of 1000 (1000) meters from their
periphery.
(g) Forests and woodland in general, located within the prefecture of Attica.

3. By a Presidential Decree issued on a proposal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it is possi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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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crease the distance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up to half of
the limits laid down in certain areas of the country,
(b) Additional jurisdictions in the category of paragraph 2.

· Who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forests?
The Forest Service in general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forests.
Specifical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has the jurisdiction of
policymaking and the decentralized administrations have the responsibility to
elaborate the forest management plans and the implementation.

· Which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e system on Restriction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and what is their contact information?
1) Directorate of Planning and Forest Policy
Department for the Control of the Trade and Transport of Wildlife and CITES
Species (Greek Central CITES Management Authority/ Greek Central EUTR
Competent Authority/ Greek Central FLEGT Competent Authority)
grcitesma@prv.ypeka.gr

2) Directorate for the Protection of Forests
Department of Forest Protection and Rural Security

3) Directorate of Forest Management /diaxeirisi.d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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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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vesting (including wood and non – wood products) is fully regulated in
Greece through the forest legislative framework. There are mainly three
systems of implementation all applied by Forest Cooperatives:
⁃ Self – employment, in which peripheral forest authority employ Forest–
Cooperatives, pay them for their services, and shell the products for
public benefit.
⁃ Assignment of the work and the products to the Cooperatives.
⁃ Rent of the production, in which the Cooperatives pay a rent to the
forest service and take advantage of the products for its benefit.
⁃ Relevant legislation include: Legislative Degree 86/1969, Presidential Degree
126/86, Law 4423/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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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regards public forests under harvesting management (not all public forests
are under harvesting management) the procedures, due to the above forest
legislation, include:
⁃ An existing management plan legally approved.
⁃ Constitution of an exploitation program by the competent fores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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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ion of a system of exploitation for each forest unit under harvesting
management.
⁃ Evaluation of the interested Cooperatives and assignment of each work.
⁃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work and inspection of the products.

·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In each stage of the above mentioned procedure specific documents, issued by
the competent forest authority, are required including:
⁃ Contract between the Cooperative and the forest authority, in which every
detail is specified together with the legal products that have to be
produced.
⁃ Installation protocol of the Cooperative and harvesting license.
⁃ Inspection protocols at each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
⁃ Final inspection protocol, counting products and yield license.
⁃ Transfer license in which all the legally produced products are mentioned

- How is the system managed?
The above mentioned system is managed by the competent peripheral forest
authority and the transfer license must accompany the legally produced
products from the forest to the final commercial point.

-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By the issuing authority and the its legal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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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act information.
Each peripheral forest authority due to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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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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02 a working group was set up to examine if Greece can participate as a
member at the Pan-European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known as PEFCC.
However, the project did not proceed.
In 2004 the Mainalon Forest Complex became the first Greek forest which had
obtained the certificate for sustainable management by the FSC under a
specific LIFE- Program.
This certificate maintained until 2010. However,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re-inspection, the forest management at Mainalo presented some significant
problems that prevented its renewal.
The three main issues raised during the overall review were:
1. The renewal of Expired Management Studies
2. The training of forest workers who have been harvested
3. The reporting and use of data on rare and endangered species of fauna and
flora
Since 2010 Greece has not taken any specific action regarding the certification
of forests or forest products. The permanent decreasing of staff in forestry
services and their underfunding over the previous years was an additional issue
for that.
-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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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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ce has no national or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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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s in Greece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No. Related data on “Aspects Related to Harvesting permission Licenses and
Perm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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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ce accepted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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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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ce?
Greece

long

regarding

before

the

EUTR Regulation, raising

a

large

concernment

illegal logging and trafficking of forest products, developed a strict

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the timber and the forest
products in Greece.
EUTR Legal framework in GREECE
Joint Ministerial Decision no. 134627/5835/23-12-2015 (GG 2872/B/29-12-2015) as
it is valid today.
The implementation of EU Regulation 995/2010 in Greece comes to enhance
and incorporate with this existing legal framework.
We have created an EUTR page on Ministry website including all the available
information open to public:
http://www.ypeka.gr/Default.aspx?tabid=587&language=el-GR for further information.
Ø

Directorate of Planning and Forest Policy

Department for the Control of the Trade and Transport of Wildlife and CITES
Species (Greek Central CITES Management Authority/Greek Central EUTR
Competent Authority/Greek CentralFLEGTCompetentAuthority)
grcitesma@prv.ypeka.gr

For more information the following table refers to National implementing
Legislation regarding EUTR/FLEGT: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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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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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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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