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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 허가서(logging permission) [불가리아 주 산림청 (Executive
Forest Agency, EFA)]
- FSC 인증서
(‘17. 12월 기준 산림 1,464,607㏊가 FSC 인증을 받음)
- PEFC 인증서
(PEFC CoC은 10개가 인증을 받음)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다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

라 발급된 인증서류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라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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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 협의에 따라 상호
3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호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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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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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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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나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

있는 수출허가서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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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다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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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불가리아 법에 통합되어 있는 유럽 법에 따르면, Regulation
(EU) No 995/2010 의 조항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이 규제
는 EU Timber Regulation 또는 EUTR로도 알려져 있음)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마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불가리아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불가리아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2016년 12월 31일 기준, 불가리아 주 산림청 (Executive Forest Agency, EFA)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소유권에 따른 산림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림 – 3,096,978㏊ (73.2 %)
시유림 – 546,931㏊ (12.93 %)
개인 소유 산림 – 426,082㏊ (10.07%)
민간 단체 소유 산림 – 43,916㏊ (1.04 %)
종교 단체 소유 산림 – 20,911㏊ (0.49% )
과거 농지였던 지대의 산림 (소유권 파악 중) – 96,007㏊ (2. 27%)

· 불가리아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산림법 5조에 따라, “산림은 주요 기능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1. 보호림 (Protective) – 토양, 물, 도시, 건물 및 기술 인프라가 위치한 장소의
보호를 위한 산림, 산림의 최고 한계선, 보호 지대, 침식 방지를 위한 기술 프로
젝트를 통해 조성된 산림.
2. 특수림 (Special forests):
a. 보호 지역 및 보호 구역에 대한 법에 정의된 보호 지역 한계에 포함되며,
생물 다양성 법 (Law on Biological Diversity)에 정의되고, 기타 법률에 따라
특수 지위 및 제도가 적용되는 보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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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자 생산 식물 및 정원, 임업 묘포, 목재 및 관목에 대한 실험용 배양균과 지
리적 배양균, 덴드라리아(dendraria), 과학 연구 및 교육용 시험림, 큰뇌조
부화를 위한 장소, 최대 200m의 관광용 통나무집, 종교적 중요성을 띤 장
소, 게임의 집중 관리를 위한 근거지.
c. 경관 유지를 위한 휴양림 및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닌 산림
3. 경제림 (Economic) - 1~3항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산림,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

· 불가리아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국유림은 137개의 지방 정부 산림 기업 및 28개의 국영 사냥 기업을 통해 농업, 식
품, 산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s) 산하의 6개의 국영 산림 기
업 (State Forest Company)이 경영합니다.
세 개의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은 환경과 물 관리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s)가 관리합니다.
두 개의 실험 및 교육용 산림 기업은 소피아 소재의 산림 대학 (University of
Forestry) 이 경영합니다.
시유림은 불가리아 내 각 시정부가 관리합니다. 시정부는 산림법 181조에 의거
하여 산림 경영 방식을 결정합니다.
사유림은 산주가 경영하며, 산주는 자발적 원칙에 따라 산림 조합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속한 산림은 각 종교단체가 경영합니다.

·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산림 기업과 산주는 소유한 산림 내 불법 벌채 및 기타 불법 행위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 단체, 단체의 연합이 소유한 산림 중, 총면적이 최대 2ha에 달하는
산림의 경우, 국영 기업에서 산림에 대한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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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활동에 대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EFA 는 목재 및 비목재 제품의 보존, 운반, 가공뿐
만 아니라, 산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산림법 집행을 위한 규
제를 실시합니다.
불법 벌채된 목재 유통 방지를 위해, EFA는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중앙행정조직인 불가리아 관세청(National Customs Agency)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EFA는 EU의 목재 규제 995/2010 (Regulation 995/2010)의 이행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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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관련 사항
· 불가리아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산림법 101조부터 110조와 벌채에 관한 조례 No 8/05.08.2011가 있습니다. 이 조
례는 벌채의 형태, 목재 벌채 방식, 벌채 조건 및 절차, 수확을 위한 교목 생산 규
칙, 필수 문서 발행 규칙, 벌채 허가서(logging permission) 발행 규칙, 보호림에 관한
제도 및 경영 방식을 정의합니다.

· 불가리아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
항은 무엇입니까?
산림법, 산림 내 벌채에 관한 조례 No 8, 산림지역 통제 및 보호를 위한 조례
No 1, 국유림 및 시유림 내에서 목재 및 비목재 제품 사용을 위한 행위의 이행
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절차와 요구사항이 규정됩
니다.

· 불가리아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산림법, 산림 내 벌채에 관한 조례 No 8, 산림지역 통제 및 보호를 위한 조례
No 1, 목재 및 목제품을 시장에 내다 파는 사업자 (operator)의 의무를 명시하
고, 국유림 및 시유림 내에서 목재 및 비목재 제품 사용을 위한 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산림 지역 인증 제도를 통해 벌채 합법
성을 확인합니다.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목재 이력 추적 및 목재 벌채에 대한 규제는 EFA가 수행합니다. 벌채 및/또는
목재 저장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목재 이력 추적을 위한 특수 전자 시스
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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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U규제와 불가리아 산림법에 따라 발행 문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목재
벌채, 운반 및 교역에 관한 모든 문서는 문서 점검 및 관할 당국의 현장 점검 대상
이 됩니다. 벌채 면허 및 벌채된 목재의 운반표(transportation ticket)는 EFA 웹사이
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운반표란 표에 기재된 목재가 표에 기재된 장소에 있
을 때, 목재의 법적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농업, 식품 및 산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와 관세청
(Customs Agency)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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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불가리아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
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불가리아 산림법 20조에 따르면, 산림 인증은 자발적 프로세스로서, 평가를 통해
적용되어야 하며, 일련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림 경영 관행(practices)을 검증해야
합니다.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의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기관에 의해 인
증서가 발행됩니다.
불가리아에서 적용되는 인증 시스템에는 산림인증협의회(FSC)와 국제산림인증연
합프로그램(PEFC)이 있습니다.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불가리아 산림법 20조에 따르면, 산림 인증은 독립된, 비정부 인증기관이 수행해
야 합니다.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증된 산림의 전체 면적은 1,464,607㏊ (불가리아 산림의 34%)이며, SFC (국영
산림기업)이 경영하는 국유림은 50%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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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불가리아에서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
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불가리아의

국가산림관리기준

(National

Forest

Stewardship

Standard,

이하

NFSS)은 2016년 10월 20일 FSC 이사회의 정책 및 표준 위원회 (Policy and
Standards Committee, PSC)가 승인하였으며, 2017년 8월 16일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 기준에 따른 불가리아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인
증 기준 및 지표 계획”이 현재 마련되고 있습니다.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에 언급된 NFSS(원칙, 표준 및 국가 지표)를 따릅니다.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NFSS의 부속서5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Components)”를 따릅니다.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에 언급된 NFSS를 따릅니다.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가산림관리기준 (NFSS)에 의거한 인증 지역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2018년 8월
에 제공될 것이며, 현재는 정보가 없습니다.
불가리아의 산림인증은 산림인증협의회(FSC)가 인증합니다. 산림인증협의회(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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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간 뉴스레터 (Facts&Figures, 2018년 1월 3일 발행)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인증된 산림 면적은 1,464,607㏊에 달하며, 불가리아 산림 전체 면적의
34%를 차지합니다.
인증 개수는 27개이며, 산림인증협의회-임산물 생산/유통 인증(FSC - Chain of
Custody)은 391개가 있습니다.
산림법 163조에 의거하여, 국영산림기업이 경영하는 국유림 중, 인증된 산림 면
적은 1,448,798.4㏊에 달하며, 국영산림기업이 경영하는 국유림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합니다. 인증 개수는 24개입니다.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 의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 임산물 생산/유통 인증(PEFC CoC)은 10개가 인증 되었습니다.

- 8 -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불가리아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불가리아 법에 통합되어 있는 유럽 법에 따르면, Regulation (EU) No 995/2010
의 조항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은 불가리아 국내법에 따라 EFA와 EFA 내의 지역산

림부 (Regional Forest Directorate)가 관할합니다. 또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
성 보장은 Regulation (EU) No 995/2010에 따라, 해당 규제에 정의된 모든 사업자
(operator) 또는 유통 업자 (trader)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재 및 목재 제품의 합법성은 불가리아 국내법과 Regulation (EU) No 995/2010
에 따라, 각 행정 당국이 검증합니다.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4,230,825ha 에 달하는 불가리아 산림 전체 면적에 적용됩니다.

- 불가리아의 합법성 증명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불가리아 내에서만 적용되며, Regulation (EU) No
995/2010 은 EU회원국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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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가리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
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FLEGT는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산림법 집행, 관리 및
교역)의 약자입니다. EU는 2003년 EU FLEGT 행동 강령 (Action Plan)을 채택하였습니
다. 행동 강령은 산림 경영에 대한 지속 가능성 및 합법성 강화, 산림 거버넌스 향
상 및 합법 벌채된 목재의 교역 증진을 통한 불법 벌채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FLEGT는 불법 벌채의 원동력이 되는 것들과 불법 벌채를 조장하는 것들을 근절
하기 위해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는 2010년 10월 20일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파는 사업자 (operator) 의 의무를 규정하는 Regulation (EU) No 995/2010 를 마
련하여,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EU Timber Regulation (유럽연합 목재 규제) 또는 EUTR로도 알려져 있
습니다.
제3국과 FLEGT 행동 강령에 따라 제휴 협정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VPA)을 체결하였습니다.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위에 언급된 규제는 EU 내의 불법 벌채 및 불법 목재의 유통, 제3국으로부터의
불법 목재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위에 언급된 문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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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가리아 국내법과 Regulation (EU) No 995/2010에 따라, 각 행정 당국이 검증합
니다.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
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가공 제품의 각 구성품은 최종 제품에 사용되기 전, 생산자가 사전 점검을 수행
해야 합니다. 목재 가공 업체는 FLEGT, Regulation (EU) No 995/2010, 산림 부문
에 대한 불가리아 국내법 등, 위에 언급된 문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불가리아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
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
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민간 기관 및/또는 비정부 기관은 목재 및 목재 제품 합법성 검증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민간 기관 및 비정부 기관은 관할 당국에 잠재적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gulation (EU) No 995/2010은 사업자 (operator) 및 유통 업자 (trader)가 감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시 기관 목록은 EU 공식 저
널 (EU Official Journal)의 C시리즈에 수록되어 있으며, EU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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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
채 허가서, 가공 기업 자격, 수출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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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wnership of forests according to Executive Forest Agency (EFA) official
data towards 31.12.2016 is as follows:
State forest areas - 3 096 978 ha (73.2 %);
Municipal forests - 546 931 ha (12, 93 %);
Forests of private individuals - 426 082 ha (10, 07%);
Forests of private entities - 43 916 ha (1,04 %);
Forests of religious communities - 20 911 ha (0,49% );
Forests on former agricultural lands in process of identifying ownership - 96
007 ha (2, 27%).

·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ion forest,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Forest Law:
“Forest territories, depending on their major functions shall be divided in 3
categories:
1.

Protective -

forest territories for protection of soils,

waters,

urban

territories, buildings and sites of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the highest
limit of the forest; the protective belts, as well as forests, created under
technical projects for fight with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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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ecial forests:
a. included in the limits of the protected territories in the meaning of the
Law on protected territories and protected zones, declared under the Law
on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such, on which under other laws special
status and regimes have been determined;
b. for seed production plants and gardens; forest nurseries; experimental and
geographic cultures of forest timber and bush kinds; dendraria; scientific
research and educational - tests forests; places for breeding wood-grouse
capercailzies; up to 200 m round tourist huts and sites of religions
significance; bases for intensive management of game;
c. of recreation significance for maintaining the landscape and of high
conservation value
3. Economic - forest territories, which have not been covered by Para. 1 – 3
and whose managing is directed to sustainable production of timber and
non-timber forest products, as well as providing services.”

· Who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forests?
The state owned forests are managed by 6 State Forest Companies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s via 137 territorial state forest
enterprises and 28 state hunting enterprises);
The three National parks and reserve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s;
The two experimental and training forest enterprises are managed by the
University of Forestry, So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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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cipal forests are managed by the respective municipality in Bulgaria, which
chooses a form of management, according to Art. 181 of the Forest Act;
Private forests are managed by their owners, who can be organized in forest
associations

on

voluntary

principle.

The

forests

belonging

to

religious

communities are managed by the respective religious entities;

- Which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e system on Restrictions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and what is their contact information?
The Forest companies and the forest owners are responsible to protect their
forests form illegal logging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For forest estates with a
total area of up to 2 hectares, owned by individuals, entities and their
associations, the activities for prevention of violations are organized and
financed by the state enterprises. The Executive Forest Agency is responsible
to execute contro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st Law for all activities
in forest territories, as well as on the preservation, transportation and
processing of timber and non-timber forest products.
To prevent trading with illegal timber EFA work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Bulgarian National Customs Agency, which is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structure to the Minister of Finance;
EFA is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995/2010
of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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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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rest Law, Article 101 to Article 110 incl.
Ordinance No 8/05.08.2011

for Fellings – it defines the type of fellings, the

methods for timber harvesting, the term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ation of
fellings, the rules for making of trees for harvesting and the rules for issuing
the required documents, the terms and rules for issuing of logging permission,
the regimes and management measures in protected forests

· What ar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arvesting based on forest
ownership and types?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are regulated with the Forest Law, Ordinance
No 8 for Fellings in the forests, Ordinance № 1 on the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forest territories and Ordinance on the terms and procedures to confide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in forest territories – state and municipal ownership
and for usage of wood and non – wood forest products;

·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In accordance to the Forest Law, the Ordinance No 8 for Fellings in the
forests, Ordinance № 1 on the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forest territories,
the Ordinance on the terms and procedures to confide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in forest territories – state and municipal ownership and for usage of
wood and non – wood forest products,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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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certification of forest territories.

- How is the system managed?
Tracing of timber and control on timber harvesting is performed by EFA.
Special electron system for timber tracing is applies for all companies
harvesting and/or storing timber.

-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The verification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U regulations and
Bulgarian forest legislation. All documents for harvesting, transport and trade
with timber are subject to documentary checks and checks on spot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Public access is provided through the web site of the
EFA for the issued licenses for logging and transportation tickets for harvested
timber. The transportation ticket is a document proving the legal origin of the
timber described therein when it is located at the place of delivery indicated
therein.

-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act inform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Custom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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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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Article 20 of Bulgarian Forest Law:
The forest certification shall be a voluntary instrument, which shall be applied
by assessment and validating management practices of the forests with the
help of a set of standards.
For certification of the person, managing the forest territory shall be issued a
certificate by the certifying body upon a procedure, determined by him;
The following certification systems are applied in Bulgaria are applied - FSC
and PEFC;

-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According to Article 20 of Bulgarian Forest Law forest certification shall be
done by independent, non-governmental certifying bodies;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The total area of certified forest areas is 1 464 607 ha (or 34% of the forest
area in the country), the certified state forest area managed by the SFC (State
Forest Companies) i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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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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Forest Stewardship Standard (NFSS) in the Republic of Bulgaria was
approved by the FSC Board’s Policy and Standards Committee (PSC) on 20
October 2016 and officially adopted on 16th of August 2017
The preparation of the "Scheme with Criteria and Indicators for Certification of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Bulgarian Forests according to the PEFC
Criteria" is in process.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Standard (Principles, Criteria and National
indicators)

- What system or document verifies the certification details?
According to Annex 5 from the Standard - Impact Assessment Components

- How can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ion details be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mentioned Standard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each certification system?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certificate area under the NFSS will be
available in August 2018 Still there is no information
- 19 -

Certified forest areas in Bulgaria are currently certified by 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According to the annual FSC newsletter (Facts &
Figures, January 3, 2018), the area of certified forest areas as of December
2017 is 1 464 607 ha, equivalent to 34% of the total forest area in the
country, and the certified units are 27 pcs. FSC - Chain of Custody has 391
certified units.
The area of the certified state forest territories managed by the State Forest
Companies under Art. 163 of the Forest Law is 1 448 798.4 ha, equivalent to
50% of the total territory managed by them in the country, and the certified
units are 24 pcs.
According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Portal of the The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PEFC), the PEFC Chain of Custody has 10
certified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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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s in Bulgaria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European legislation, which is incorporated in the Bulgarian
one,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EU) No 995/2010 must apply.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The legality of timber and timber products is controlled by EFA and its
Regional Forest Directorate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and
this is also an obligation under Regulation (EU) No 995/2010 for any operator
or trader, within the meaning of the Regulation.

- How can they verify th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The legality of timber and timber products is verified by the respectiv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and
Regulation (EU) No 995/2010.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in which the systems are applied?
On the total forest area in Bulgaria which is 4 230 825 ha.

- Are those systems of Bulgaria accepted in other countries?
No, it is applicable just in Bulgaria and the Regulation (EU) No 995/2010 is
applicable for the Member States of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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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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garia?
FLEGT stands for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The EU
published the EU FLEGT Action Plan in 2003. The Action Plan aims to reduce
illegal

logging

by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and

legality

of

forest

management, improving forest governance and promoting trade in legally
produced timber. FLEGT takes a multidimensional, coherent approach to
overcoming the complex drivers and enablers of illegal logging;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 also known as the EU Timber Regulation or
EUTR counters the trade in illegally harvested timber and timber products;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s

under

FLEGT

Action

Plan

with

third

countries;

- What are the specific provisions?
The abovementioned regulations aim to prevent illegal timber harvesting and
trade within European Union and import of illegal timber from third countries.

-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legal processing
and exporting?
They are defined in abovemention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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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an authenticity of the systems and documents be verified?
They are verified by the respectiv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and Regulation (EU) No 995/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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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component of processed products should be preliminary checked by the
producer before using in the end product. The wood processing companies
should observe the requirements of the abovementioned documents: FLEGT,
Regulation (EU) No 995/2010; and Bulgarian national legislation for forest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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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and/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not authorized to verify
legality of timber and timber products. They are involved in providing signals
on potential violation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Regulation (EU) No 995/2010 enables operators and traders to use the services
of monitoring organizations; the list of monitoring organizations is published in
the C series of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nd is published on
the EU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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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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