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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가이드라인
아일랜드의 임업 활동에 관한 최근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아
일랜드 산림 업무에 관한 보충 정보와 함께 제공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EU 목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약했습니다.

농식품해양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의 산림청(the
Forest Service)는 아일랜드 내 산림 개발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와 양
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대 위에 국가의 사회 경제적 복지의 기여도를 극대
화하는 방법 및 규모로 아일랜드 내의 삼림 개발을 보장합니다. 그에 따른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개발 촉진
2. 양질의 조림 확대
3. 다양한 품종의 조림 도모
4. 임업에 농업인의 참여도 개선
5. 해당 분야 연구 및 역량강화 도모
6. 해당 부서 고용 증가 권장

산림청의 주요 전략은 다양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다음의 방법으로 임업
부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1. 조림과 조림수종 범위 확대
2. 산림 가공 부문의 발전 촉진
3. 농민 등에게 산림 관리 기술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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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임업은 조림 승인, 벌목 허가, 모니터링, 환경 및 EUTR(EU 목재규정)
등, 모든 면에서 아일랜드 및 EU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농식품해양부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 기관은 각종 장려책을 통해서 조림 및 임업
관리 향상을 위한 지식을 이전합니다. 아일랜드 목재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에서 생산되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최근 수년간 수목 심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유럽 연합에서 가
장 적은 수림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전국 산림 면적은 75만 ha
에 이릅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총 지리 영역의 거의 11 %를 차지하며 다른 EU
회원국 전체의 35 % 평균과는 비교가 됩니다.

현재의 임업 프로그램(2014-2020)은 목재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자연 환
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는 약 4억 8천 2
백만 유로가 소요되며, 이로 약 44,000ha의 산림 면적이 증가되고, 700㎞의 새로
운 임도 건설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임업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직간접적인 경제 기여부분은 22억 유로로 산정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의존

할 일자리는 약 12,000 개로 파악되었습니다.
• 대다수의 아일랜드 목재가 아일랜드에서 가공됩니다. 아일랜드 임산물 부문은

주로 수출 지향적이며, 생산량의 78%를 수출합니다. 주요 시장은 북 아일랜
드, 영국 및 베네룩스 국가입니다.
• 아일랜드에는 7개의 대형 제재소와 3개의 목재 기반 판넬 제조공장이 운영되

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장입니다. 이 모든 업체는 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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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EFC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산림의 목재 산물의 주요 가공은 두 개의 보완적 부문으로 구성됩니
다: 제재소와 보드공장. 현재 6 개의 대형 제재소, 10개의 중형 공장 그리고 30
개가 넘는 소형 공장이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이 중 상위 10위 공장은 1,1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정책과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
servic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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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아일랜드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
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국영산림회사(National State Agency) Coillte가 아일랜드 산림의 약 53%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유림

임업은

농식품해양부

산림과(Forestry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가 운영하는 조림계획에 따라
나무를 심기로 선택한 농장주 및/또는 토지 소유자가 수행합니다.
산림은 일반적으로 사유림(47%)과 공유림(53%)로 분류됩니다.

· 아일랜드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아일랜드의 산림 대부분은 목재생산을 위한 상업용 산림이며, 국립공원 및 야생
동물청(National Park and Wilidlife Service)이 통제하는 국립공원 내 제한된 수
의 보호림도 있습니다.

· 아일랜드의 산림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제
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농식품해양부는

산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지만,

국가산림자원조사

(National Forest Inventory)를 실시합니다. 사용된 산림분류에 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nationalforestinventory/201
2/NFI%20Ireland%20Methodology_2013_Websi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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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관련 사항
· 아일랜드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벌채 금지 지역 및 보호 수종 포함
· 아일랜드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
항은 무엇입니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유한 산림에 동일한 절차 및 규제요건이 적용됩니다.
2014년 산림법(Forestry Act 2014)의 19절을 적용합니다.

·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벌채 중인 지역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2014년 산림법 19절에 따라 면
제되지 않은 경우, 벌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벌채 라이센스(felling licence) 신청 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
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service/treefelling/treefelling/
아일랜드 산림의 모든 측면은 모든 조림 및 벌채 신청서가 규제 및 환경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산림 검사관(Forestry Inspectorate)이 모니터링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임업에 적격하고 농장주/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산림에서 작업을 수
행하는 등록된 임업인(Registered Foresters) 목록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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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이센스 과정은 중앙에서 관리하며, 발행된 각 라이센스 세부사항은 농식품해
양부의 IT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연락처 정보를 기
재해 주십시오.
Felling Section(벌채과)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농식품해양부)
Johnstown Castle Estate
Co. Wexford
Y35 PN52
Ireland
Email: felling.forestservice@agriculture.gov.ie

아일랜드 산림정책의 법률체계는 1946년 산림법을 대체하는 2014년 산림법에
명시됩니다. 농식품해양부가 부여하는 벌채 라이센스는 2014년 산림법에 따라
벌채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나무를 제거하고 조림 목적으로
간벌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장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벌채
라이센스와 관련한 요건, 권리 및 의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2014년 산림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규제는 2017년 산림규정(Forestry Regulations 2017) (S.I.
No. 191 of 2017)입니다.
농식품해양부는 아일랜드 내 임업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 하당 부가
개발한 IT 시스템인 INFORIS 시스템에서 조림 및 벌채/수확을 모니터링합니다.
농식품해양부가 부여하는 벌채 라이센스는 2014년 산림법에 따라 벌채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나무를 제거하고 조림 목적으로 간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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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장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벌채 라이센스와
관련한 요건, 권리 및 의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4/act/31/enacted/en/print.html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아일랜드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또는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일랜드는 현재 두 개의 국제인증제도(FSC와 PEF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토양협회(Soil Association) (https://www.soilassociation.org/)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식품해양부는 사유림 조림에서 인증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산림인증제도를 수
립하기 위해 pilot scheme을 개발했습니다. pilot scheme은 산림관리계획(FMP)을
완성하기 위한 무상원조와 산림인증을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구성됩니다. 산림
인증 보조금은 FMP 자체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조사와 작업계획을 준비하는 비용
을 포함합니다. 이 보조금은 다른 인증관련 문서들을 수집분석하고 작성하는 것
과 관련된 작업도 포함합니다.
FMP는 20년의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단기, 중기, 장기의 산림관리단위(Forest
Management Unit, FMU)의 계획된 활동과 목적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산림인증에 필요한 잠재적 문서의 광범위한 목록은 www.groupcertification.ie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문서들은 FSC에만 관련됩니다. 산주들에게 있어서, 이 목
록은 산림작업에 대한 기록관리 및 모니터링을 의미합니다.
약 6,000㏊의 사유림이 FSC 인증을 받았으며, 사유림의 상당부분이 향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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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성숙단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사유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지 확
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평가된 시스템을 수립하여 해당 수치를 크게 증가시키
는 것이 이 시범 계획의 목표입니다.
국영산림회사 Coillte가 인증된 산림 약 440,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Coillte는
가입한 자발적 공인 산림인증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준거법, 명령 및 규정을 철
저히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Coillte는 주로 두 개의 산림관리인증제도
FSC, PEFC를 준수합니다.
FSC와 PEFC 산림관리인증제도 모두 산림 관리자가 사회, 경제 및 환경 기준에
대한 엄격한 산림관리표준을 준수하도록 감사하고 사찰하는 독립적인 제도입니
다.
Coillte의 산림 소유지 인증은 Coillte의 천연자원관리 관행이 경제, 사회 및 환경
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독립적으로 검증된 방식입니다.
Coillte는 매년 다음과 같은 인증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 책임 있는 산림관리에 대한 FSC 인증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PEFC 인증
- Coillte의 환경관리시스템(EMS)에 대한 ISO 14001인증
- Coillte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에 대한 OHSAS 18001 인증

- 5 -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아일랜드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
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FSC, PEFC, 토양협회가 인증을 수행합니다.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해당 인증그룹의 검증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 인증그룹과 연락을 통해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와 같이, FSC 인증을 받은 사유림 약 6,000㏊와 FSC와 PEFC 인증을 받은 공
유림(Coillte) 약 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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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아일랜드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
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농식품해양부 산림부문 개발과(Forest Sector Development Division)가 EU 목재
규정(EUTR)을 시행하는 아일랜드의 지정 국가 관할기관(CA)입니다. 국내 및 수
입 목재/목재제품 모두에 EUTR이 적용됩니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CA가 국내 및 수입 목재/목재제품의 운영자 및 거래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EUTR 시행을 감독합니다.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CA가 목재/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입증하고 원산지 국가의 법에 따라 문서를 검
토하여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도 제공
됩니다.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국내 및 수입 목재/목재제품 모두에 EUTR이 적용됩니다.

- 아일랜드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EUTR은 모든 28개 EU 회원국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service/eutrflegt/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eutr/EUTROverview0910201
4NOCPDF141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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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일랜드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일랜드에서 EUTR은 2014년 행정입법 No. 316(Statutory Instrument No. 316 of
2014) - 유럽연합(목재 및 목재제품) (시장판매) 규정의 적용을 통해 시행됩니다.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SI No. 316 of 2014가 관할기관(CA) 설립, 공인된 공무원의 임명 및 기능, 수색
영장, 방해 및 허위진술, 적합성 고지, 항소, 압수 및 구금, 정액제 고지, 법인의
약식 재판절차 및 위법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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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입니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모든 EU 회
원국의 EUTR 시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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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수입 목재/목재제품에 EUTR이 적용됩니다. 관할당국은 국내 및 수입목
재의 합법성 검증 등을 통해 아일랜드에서 EUTR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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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
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EUTR은 인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각 EU 회원국의 작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인정한 여러 모니터링 기관이 아일랜
드의 작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목재 대부분은 아일랜드에서 가공됩니다. 아일랜드 임산물 부문은 주
로 수출지향적으로, 생산량의 약 78%를 수출합니다. 핵심 시장은 북아일랜드, 영
국과 베네룩스 3국입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에는 대형 제재소 7개와 목재패널 공장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
다. 이들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장입니다. 모두 FSC 및/또는 PEFC 인증을 받
았습니다.

붙임
·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허가서, 수출허가서,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orests, Products and People – Irelands Forestry Policy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forestpolicyreviewforestspr
oductsandpeople/00487%20Forestry%20Review%20-%20web%2022.7.14.pdf
Irelands Forestry Programme 2014-2020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service/forestryprogrammes2014-2020/
Forestry Act 2014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forestrythelaw/ForestryAct2
014240517.pdf
견본양식 및 문서를 포함한 웹사이트 섹션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service/treefelling/treef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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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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Forests are classified under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with the National
State Agency, Coillte, owning approximately 53% of the forest estate in Ireland.
Private forestry is normally undertaken by farmers and/or landowners who
have opted to plant trees under one of the afforestation schemes operated by
the Forestry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Forests are typically classified into Private (47%) and Public (53%)

·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ion forest,
etc.)?
Response:
Most forests in Ireland are commercial forests intended for the production of
timber with a limited number of protected forests in National Parks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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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does not own or manage
forests. However the Department does undertake a National Forest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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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information on the classification of forests used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link: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nationalforestinventory/201
2/NFI%20Ireland%20Methodology_2013_Websi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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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ame procedures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pply to forests owned by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Section 19 of the Forestry Act 2014 applies.

·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If an area being harvested does not have a licence and is not exempted under
Section 19 of the Forestry Act 2014, then the felling can be considered illegal.

- How is the system managed?
Details o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ree felling licences is available here: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service/treefelling/treef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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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spects of forestry in Ireland are monitored by our Forestry Inspectorate
who ensure that all applications for afforestation and harvesting comply with
regulatory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The Department also maintains a
list of Registered Foresters who are qualified in Forestry and who perform
operations in forests on behalf of farmers/landowners.

-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The licencing process is controlled centrally and the details of each licence
issued is retained on an IT system in the Department.

-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act information.
Felling Sec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Johnstown Castle Estate
Co. Wexford
Y35 PN52
Ireland
Email: felling.forestservice@agriculture.gov.ie

The legal framework for Irish forestry policy is laid down in the Forestry Act
2014 which replaced the Forestry Act 1946.

A felling licence granted by the

Minister for Agriculture, Food & the Marine provides authority under the
Forestry Act 2014 to fell or otherwise remove a tree or trees and to th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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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for silvicultural reasons. This Act prescribes the functions of the Minister
and details the requirements, rights and obligations in relation to felling
licences. The principal set of regulations giving further effect to the Forestry
Act 2014 are the Forestry Regulations 2017 (S.I. No. 191 of 2017).

The Department monitors afforestation and felling/harvesting on the IFORIS
system, an IT system developed by the Department to monitor and control
forestry activities in Ireland.

A felling licence granted by the Minister for Agriculture, Food & the Marine
provides authority under the Forestry Act 2014 to fell or otherwise remove a
tree or trees and to thin a forest for silvicultural reasons. This Act prescribes
the functions of the

Minister and details the

requirements,

obligations in relation to felling licences.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4/act/31/enacted/en/pri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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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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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chemes are currently operating in Ireland; FSC
and PEFC.

-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Soil Association (https://www.soilassociation.org/ )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The Department developed a pilot scheme to establish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to improve the uptake of Certification in private forest plantations.
The pilot scheme consists of grant aid for completing a forest management
plan

(FMP)

and

a

grant

payment

for

forest

certification.

The

Forest

certification grant covers the cost of preparing the forest inventory and
workplan as well as FMP itself. This grant also covers the work associated with
collated and preparing other certification related documents.

The FMP must cover a period of 20 years, which should detail planned
activities and objectives for the Forest Management Unit (FMU) for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An extensive list of potential documents required for forest certification can be
found on www.groupcertification.ie. These documents relate to FSC on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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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owners this means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of forest operations.

Approximately, 6,000 hectares of private forests are certified by FSC and the
objective of the pilot scheme is to increase that figure considerably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ly assessed system for ensuring that private forests
are managed sustainably a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rivate forests will
reach maturity in the next ten years.

Coillte, the State Forestry company has approximately 440,000 hectares of
forests which are certified.

Coillte is committed to carrying out its operations

in full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directiv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voluntary external accredited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to which Coillte
subscribe.

Coillte comply with two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schemes,

namely FSC®¹(Forest Stewardship Council®), and PEFCTM2(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Both FSC and PEFC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schemes are independent
schemes which audit and inspect forest managers to ensure their work meets
strict forest management standards agains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teria.

Certification of Coillte’s forest estate is an independently verified way which
demonstrates that its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are economically,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illte is audited each year for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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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ion is performed by the FSC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the PEFC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and

the

Soil

Association.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udits.

- What system or document verifies the certification details?
Verification provided by the appropriate Certification Group.

- How can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ion details be verified?
Via contact with the appropriate Certification group.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each certification system?
As above – approximately 6,000 hectares in private ownership certified by FSC
and approximately 445,000 hectares in public ownership ( Coillte ) certified by
FSC and PEFC.
Further details on this may be found at: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eutr/EUTRCommissionGuida
nceFeb2016160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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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s in Finland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Forest Sector Developmen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is Ireland’s designated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CA) for
implementation of the EU Timber Regulation (EUTR). The EUTR applies to
both domestic and imported timber/timber products.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The CA oversees implementation of the EUTR through checks on operators
and traders of both domestic and imported timber/timber products.

- How can they verify th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The CA can verify legality through document examination aimed at establishing
the legality of the timber/timber products and based on the laws of the
country of origin. Physical examinations are also provided for.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in which the systems are applied?
The EUTR applies to all domestic and imported timber.

- Are those systems of Finland accepted in other countries?
The EUTR is operational across all 28 EU Member States.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service/eutrflegt/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eutr/EUTROverview0910201
4NOCPDF141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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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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land?
The EUTR is implemented in Ireland through application of Statutory Instrument
No. 316 of 2014 – European Union (Timber and Timber Products) (Placing on
the Market) Regulations 2014.

- What are the specific provisions?
SI No. 316 of 2014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appointment

and

functions

of

authorized

officers,

search

warrants,

obstruction and false statements, compliance notices, appeals, seizure and
detention,

fixed

payment

notices,

summary

proceedings

and

offences

by

corporate bodies.

-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legal processing
and exporting?
As stated above.

- How can authenticity of the systems and documents be verified?
The European Commission provides oversight in respect of implementation of
the EUTR by all EU Member States, including Ire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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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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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the content and legality of the imported and domestic raw
materials?
The EUTR applies to domestic and imported timber/timber products. The
Competent Authority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EUTR in Ireland including
through verification of the legality of both domestic and imported ti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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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UTR provides for recognised Monitoring Organizations to be involved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operators in each EU Member State. A number of
these European Commission recognised Monitoring Organizations are actively
providing services to Irish operators.
The vast majority of Irish timber is processed in Ireland. The Irish forest
products sector is largely export oriented, exporting approximately 78% of its
production volume. Key markets are Northern Ireland, the UK and the Benelux
Countries.
There are seven large sawmills and three wood-based panel mills in operat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These are modern, efficient plants. All are FSC
and/or PEFC 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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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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s, Products and People – Irelands Forestry Policy.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forestpolicyreviewforestspr
oductsandpeople/00487%20Forestry%20Review%20-%20web%2022.7.14.pdf

Irelands Forestry Programme 2014-2020.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service/forestryprogrammes2014-2020/

Forestry Act 2014.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restry/forestrythelaw/ForestryAct2
014240517.pdf

Section from our website including sample forms and documents.
https://www.agriculture.gov.ie/forestservice/treefelling/treef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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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라이센스 ①clea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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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라이센스 ②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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