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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박 대통령의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이자 2014년 10월 조꼬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양자 방한으로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1. 2016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동향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서 조꼬위 대통령은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
담에 참석해 한국 방문은 두 번째다.
이번에 체결한 11건의 MOU와 MOA는 △이탄지 복원 및 산불방지 협력 MOU △빨렘방 및
발리 가스배관 건설 사업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MOU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한국기업 참여에

신성철 데일리 인도네시아 대표

대한 MOU △특별경제구역 협력 MOU △창조산업 협력 MOU △스포츠 협력 MOU △해양 협력
MOU △토지 및 공간정보 MOU △반부패 상호협력 MOU △석탄층 메탄가스(CBM) 연구개발

정치ㆍ외교

협력 MOU △에너지 기술 협력 MOU △찔레곤 철강클러스터 건설 MOA 등이다.

조꼬위 대통령, 경제 살리기… 세일즈 외교 ‘박차’
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러시아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세일즈 외교에 발벗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꼬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을 뿐만 아니라 11건의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는 등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토교통부가 5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제시한 자카르타 경전철
전체 노선 계획안 [사진: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5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청와대 웹사이트]

방한 기간에 조꼬위 대통령은 기업인은 물론 한국 청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
에서 영어로 쉽고 유머 있는 연설을 해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청중들
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는 등 공감을 끌어냈다.

한-인도네시아 산림 분야 협력 가속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산림 분야 협력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섭 산림청장과 렛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이탄지(泥炭地) 복원 및 산불방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탄지란 나뭇
가지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퇴적된 토지로,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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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2천만ha의 이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0여만ha가 산불로 훼손됐다. 지난해

조꼬위 정부, ‘야소여대’ 국회 실현… 정국 안정 기대

대형산불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는 훼손된 이탄지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제1 야당인 골까르당과 이슬람 성향의 정당들이 여당연합에 합류함에 따라

산림청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분야는

야소여대 국회가 되어 향후 조꼬위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르토 전

이탄지 복원 시범사업 추진, 이탄지 복원 및 산불관리 기술교류·공동 연구, 아시아지역 산불관리

대통령의 통치기반이었고 지금도 유력 정당인 골까르당이 여당연합에 합류함에 따라 골까르당

훈련 프로그램 및 인력 교류, 관련 기업과 시민단체의 교류 촉진 등이다.

인사의 내각 참여를 위한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도네시아 정당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골까르당이 지난 5월 17일 발리에서 특별전당대회를
열어 스띠아 노반또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하고, 조꼬위 정부를 지지하며 야당연합체인 적백연합
(KMP)에서 탈퇴하고 여당에 합류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조꼬위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까르당 합류에 따라 여당연합에 참여한 정당은 6개로 늘었다. 이로써
여당연합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이상을 점유하게 됐다.
앞서 야당연합에 속했던 국민수권당(PAN)이 여당연합에 합류해, 현재 야당연합에는 쁘라보워
수비얀또 총재가 이끄는 그린드라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이슬람
계 정당인 번영정의당(PKS)만 남았다.

▲ 신원섭 산림청장과 렛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이 5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탄지 복원 및 산불
관리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웹사이트]

한층 친밀해진 한-인도네시아 관계
이번 조꼬위 대통령 방한 계기로 양국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 이 기간 중 눈에 뛴 것은 인도
네시아를 수식하는 표현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 언론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726억 달러(세계 16위) 국가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 ▲ 정치·외교적으로도 아세안의
핵심 국가 ▲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 ▲ 아세안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 ▲ 우리
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파트너 ▲ 우리나라와 국제
현안에 보조를 맞추는 국가 등으로 묘사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과거보다 더 중요
하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골까르당 전당대회 [사진: 골까르당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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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비즈니스
조꼬위 정부, 경제성장률 7% 실현 위해 ‘고군분투’
조꼬위 대통령이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 병목현상 해소와 경제개혁을 통해 임기가 끝나는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약세, 자원 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과 자원
수출 비중이 높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큰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부양, 중소기업 육성, 수출 증대, 민간소비,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부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총 12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또 국회
에서 심의 중인 해외 은닉자금에 대한 조세사면 법안이 통과되면, 갑부들이 대규모 자금을 국내로

▲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가져와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꼬위 대통령은 한국, 러시아,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 4.92%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와 B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하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국가예산안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5.5~5.9%에서 최근 5.3~5.9%로 낮췄
고, B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5.2~5.6%에서 5.0~5.4%로 하향했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4.9%로 기대 이하였지만 펀더멘털
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엘니뇨로 수확기가 4~5월로 이동했다며 수확기가 올해 1분기에
있었다면 경제성장률이 5% 이상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르민 장관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프라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산업, 어업, 관광 등 실물 분야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여개 분야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확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4일 조꼬위 대통령이 서명한 25개 분야의 외국인투자 규제 해제와 완화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 약세로 경제성장률이
4.92%에 그쳤다. 201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5.04%였고, 2015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4.79%로 2009
년(4.6%)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분기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58% 이상이었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4.94%로 5%에 못 미쳤다. 올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고, 수입 4.24% 감소했다.
올 1분기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4.24%, 정부지출 증가율은 2.93%였다.
BPS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인도네시아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내수
소비였고, 이어 투자, 수출, 정부지출 순이었다.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조꼬위 대통령은 성장지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호정책의 틀
안에 안주해온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료 도로 ▲레스토랑, 술집 ▲영화 제작 ▲영화 배급 ▲영화관 ▲냉장
창고 ▲ 소규모 고무 산업 ▲ 비독성 폐기물 관리 ▲ 미용, 컴퓨터, 언어 등 교육 ▲ 선물 거래 등
10개 분야는 외국인이 100%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67% 이하의 지분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규모가 400∼2,000㎡인 백화점업, 비상품 분야 유통업, 저가 호텔·박물관

14

Chapter Ⅰ - 인도네시아 동향 및 산림관련 이슈 15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6년 통권 3호

운영·출장급식·골프장·볼링장, 마이스(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박람회), 공항서

자산운영회사 Samuel Asset Management 소속 라나 술리스띠아닝시 경제연구원은 현재 인도네

비스 지원 및 교통터미널, 해상 화물 처리서비스,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콜센터와 인터넷서비스

시아 경제구조로는 7% 성장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2012년에 가격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및 콘텐츠 제공 관련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창고업, 건설 관련 자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자원 슈퍼사이클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6.2%에 그쳤다고 말했다.

압전기 설비 설치업, 육상 운송업(이상 외국인 지분 한도 49%), 배급을 포함한 영화산업, 1천억

라나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산업활동을 늘려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와

루피아(약 87억원)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이상 지분율 100%) 등은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커서 산업활동이 늘어나면 수입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경상수지

문호가 개방됐다. 다만, 1천억루피 미만의 전자상거래 분야 투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로

적자가 커져서 루피아가 약세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제금융발전연구소(INDEF)의 애니 스

제한된다.

리 하르따띠 이사는 단기적으로 내수소비를 부양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자원가격 약세에
따른 타격을 상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속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BI, 장기침체 우려… 금리인하 시사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BI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아구스 마르또와르도요 BI 총재는 지난 5월 23일 “경제 성장을 지지할 수
있다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도네시아서 한ㆍ중ㆍ일 각축
한국 180억, 러시아 161억 달러 투자 약속…
일본 항만과 자바횡단철도 수주 전망
최근 한국과 러시아를 순방한 조꼬위 대통령은 한국에서 총 180억 달러, 러시아에서 161억 달러

현재 BI 기준금리는 6.75%, 예금금리는 4.75%, 대출금리는 7.25%. BI는 기준금리를 1월부터 3월

의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조꼬위 대통령은 한국에서 롯데와 CJ 회장과 등과 1:1 면담하고 기업

까지 매월 0.25%포인트씩 총 0.75%포인트 인하한 후 4월과 5월에는 동결했다. 아구스 총재는 세계

대표등과 잇따라 만났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 및 해양과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활동이 모두 감소해 수출이

인프라 개발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위축되고 인도네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약세, 자원 가격 하락을 반영해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 케미칼 타이탄(Lotte Chemical Titan)은 40억 달러를 투자해 반뜬주 찔레곤에 40ha 부지를
매입해 나프타 분해 설비를 세울 계획이다. 공장 건설 기간은 3~4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BCA은행 경제전문가 데이빗 수무알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근거로 인플레이션 안정을 꼽았다.

인도네시아의 수입원자재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새 공장은 에틸렌을 생산

4월 인플레이션은 연간대비 3.6%로 BI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 3~5% 범위에 들었다. 그는 인플레이

하게 된다. 에틸렌은 비닐봉지와 식품포장재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원료로 현재 수입 의존도가

션이 높고 루피아 환율이 불안정하다면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높다.

경제전문가들,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
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 7%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
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제조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총 12차례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총 203개의

일본은 주요 7개국(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자국을 방문한 조꼬위 대통령에게
서부자바 주 수방 지역의 신항만과 자바횡단 준고속철 건설 투자와 지원을 제안했고, 조꼬위 대통
령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규정을 발표했고 이 중 193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실무팀을 꾸려서 시행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쁘라모노 아눙 내각장관은 일본 정부와 수방 지역의 빠띰반(Patimban) 신항만 프로젝트가 논의
되고 있으며, 자카르타-수라바야 총 750km에 달하는 자바횡단 준고속철(시속 150km) 사업도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부양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는 한편, 더 큰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각으로 보면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자원가격 약세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방 지역에 건설할 총사업비 15억 달러 규모의 빠띰반 신항만은 일본의 엔차관으로 건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항만은 201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컨테이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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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800만 개를 취급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로 건설된다.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항구

지난 연말 아세안경제공동체(ACE) 출범으로 인력시장이 개방되고 인프라와 산업 부문 투자

는 연간 컨테이너 수용 능력이 650만 개 수준이며, 도로 정체 문제 등이 심각해 물류 기능이 원활

유치로 인도네시아에 외국인력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이민 법규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자바횡단 준고속철의 총 사업비는 20억 달러에 육박하며, 일본 정부가 엔차관

위반하거나 사기나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외국인에

제공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앞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중국이 투자해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인 투자국이었지만, 최근 중국이 경제 부문에 공세를 강화하면서 조꼬위

하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비자와 수시로 바뀌는 법규정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비자 중에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게 만만치 않다.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게 밀리는 모양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169개국
국적자에 대해 관광 목적에 한해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종전에 시행하던 도착비자(VOA)
도 병행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은 ①관광, ②가족방문, ③사회활동, ④문화활동, ⑤공무, ⑥강연 및 세미나
참석, ⑦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 ⑧경유 등 8가지 목적이며, 체류기간은 30일이고 체류기간
이 연장되지 않는다.
도착비자는 입국 목적은 무비자와 비슷하지만 체류기간은 30일이고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60일
까지 체류할 수 있다. 도착비자는 입국하는 공항에서 수수료 35달러를 내고 수속하면 된다.
방문비자·도착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활동이나 취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민당국의 조사 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칸센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무비자로 빈번하게 인도네시아에 출입하는 외국인도 이민국 감시대상이다.
한국대사관은 동포안내문을 통해 최근 무비자로 입국해 기업의 현장관리 업무를 진행하다가,

사회

일시 출국 후 재입국 과정에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당하는 등 이민당국이 외국인 고용 관련사항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민당국, 외국인 관리감독 강화
“도착비자, 영수증과 스티커 꼭 확인하세요”
“관광 목적 30일 이상 체류 또는 친지 방문의 경우 도착비자 받는 게 유리”

또 단기체류증(KITAS, 외국인고용허가 포함)을 소지한 외국인은 허가된 분야에 한해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허가된 직책과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인권부 산하 외국인감독국 신설… ‘집중 관리감독’
이민지소,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은 주소지 변경신고 여부(신고된 주소와 실제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산업 부양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조건을 완화한 반면, 취업

거주지 확인)도 단속한다.

이나 이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방문
하는 외국인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무비자와 도착비자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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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민국 직원들이 외국인방문자를 일방적으로 도착비자 수속 창구로 유도해 관광 목적의
단순방문자까지 35달러를 내고 도착비자를 받게 한다.
더욱이 이민국 직원이 도착비자 수수료를 받고도 도착비자 스티커와 영수증을 주지 않아, 그대로
입국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면 관광 무비자용 스탬프를 찍어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 이탄지복원청 신설
(Peatland Restoration Agency/Badan Restorasi Gambut)

원칙적으로 외국인방문객이 도착비자 수속 창구에서 수수료를 내면 도착비자 스티커와 영수증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을 준다. 이를 입국심사대에 제시하면 이민국 직원이 여권에 도착비자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
위에 스탬프를 찍어준다.

2016년 1월 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탄지복원청(BRG)에 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1
자카르타에 본사가 있는 우리컨설팅 관계자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여권을 받자마자 35
달러를 지불한 비자스티커가 붙여졌는지, 도장이 제 날짜에 맞게 찍혔는지 확인해야 하고 구입했던

Tahun 2016에 서명하고 나지르 푸앗(Nazir Foead)을 청장으로 임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주 200만ha의 이탄지를 복원할 계획을 밝혔다.

영수증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범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인권부 이
민본청 산하에 외국인감독국을 설립하고, 지난 5월 25일 남부자카르타 깔리바따에 외국인감독팀
(Timpora) 본부와 남부자카르타 사무소를 열었다.
Timpora는 이민국·경찰·군대·시 당국 관리들로 구성되며,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보
를 받아 이민법규 위반, 테러, 마약, 고용위반 등 불법 외국인을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남부자카르타 이민지소의 쭈쭈 꼬스왈라 소장은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남부자카르타
지역에 Timpora 사무소가 처음 개설됐다며, 향후 Timpora 사무소가 자카르타뿐 아니라 전국 주요
시·군에 개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에
1년 미만 기간제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했다. 2016년 3월만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22,805명으로
작년 동기 14,000명보다 62%가 증가했다.

△(사진) 2016년 1월 20일 나지르 푸앗 이탄지복원청장 임명식 (news.detik.com)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5월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신규 산림개발 허가권 발급을 향후 2년
간 잠정 중지하는 산림개발 모라토리엄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2013년 5월에 이어 2015년 5월,
2년간 연장을 발표해 이탄지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언급한 산림개발 모라토리엄은
2년마다 평가를 통해 다시 연장하므로, 영구적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해석된다.
▲ 도착비자 및 영수증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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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가와 기관마다 이탄지 면적에 차이가 있다. Wetlands International 자료를 기준으로

(참고 2) 인니 이탄지복원청 청장 프로필

인도네시아 이탄지 총면적은 2006만ha로 인도네시아 국토의 10.8%에 이르며 35%에 해당하는 720
만ha가 수마트라섬에 위치한다. 인도네시아 기후변화센터에 기고된 “인도네시아 이탄지에 대한

▶성

명 : 나지르 푸앗 (Nazir Foead)

사실”이란 글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탄지 220만ha가 황폐화 되었으며 산불과 토지

▶ 생년월일 : 1967년 6월 6일

이용 변경을 위한 배수로 설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가개발계획청 자료에(Bappenas,

▶ 국적/출신 : 인도네시아 / 수마트라 메단

1998) 따르면 1997년-1998년 건기동안 150만ha 이탄지가 산불로 훼손되는 등 이탄지 전용이 심각

▶학 력

한 것을 알 수 있다.

- 1985-1992 : 가자마다 대학교(UGM) 임학과
- 1995 : 독일 University of Gottingen

현재까지 이탄지복원청은 산림환경부 이탄지 지도, 공간정보청 자료, NGO등의 지도를 참고로

- 1995-1996 : 영국 Durrel Institute of Conservation and Ecology University of Kent 석사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도가 없어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지역(남부 수마트

- 1997 : 미국 Indiana University

라와 리아우의 4개 군)은 국가개발계획청, 공간정보청, 산림환경부와 함께 1:50,000 지도를 제작중

- 1998 : 미국 Smithsnonian Institute

이며 검증단계로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안따라 통신에 의하면 나지르 푸앗 청장은 5월 현재
까지 노르웨이, 미국, 영국, 일본과 독일로부터 총1억3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앞으로

▶ 주요경력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 UGM 재학 시 인니 WWF(국제야생동물기금) 활동
- 1992-1995 : Indonesia FFW Foundation

향후 이탄지복원청 활동과 나지르 푸앗 청장의 행보에 주목해본다.

동부 칼리만탄 Menterang Kayan 국립공원 Reserch Manager -WWF, 과학원,
산림부 연구활동 코디네이터)

(참고 1) 7개 주 이탄지 복원 대상지 지도
: 리아우, 잠비, 남부 수마트라, 서부 칼리만탄, 중부 칼리만탄, 남부 칼리만탄, 파푸아

- 1997-2001 : Ujung Kulon 국립공원 프로젝트 매니져
- 2000-2001 : WWF 종보전 부국장
- 2001-2003 : WWF 수마트라-자바 지역 국장
- 2003-2006 : WWF 종보전국장(Director of Species Conservation)
- 2006-2011 : WWF 정책국장(Director of Policy)
- 2011-2014 : WWF 보전국장(Director of Conservation)
- 2014-

: Head of Indonesia Program Climate and Land Use Alliance (CLUA)

- 2016.1.20 : 이탄지복원청 청장
(Head of Peatland Resto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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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코위 대통령 산림의 날 행사 참석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개회식

각종 산호초

산호초 옮겨심기

조코위 대통령 거북이 방생

조코위 대통령 독수리 방생

망그로브 식재

지난 2016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자카르타 근교 뿔라우 스리부 중 하나인 뿔라
우 까리아에서 세계 산림의 날 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매년 3월 21일로 지정된 세계 산림의 날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 행사는 산림환경부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의 하나로 올해에는 조코 위도
도(조코위) 대통령 및 시티 누르바야 산림환경부 장관, 각국 대사, 지역 초등학생, NGO 등 산림환
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의 주제는 “산림과 물”로, 이번 행사는 수상생태계에 있어서의 산림의 역할
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치러졌다. 이번 행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야생동물보전 국가캠페인
(Gerakan Nasional Penyelamatan Tumbuhan dan Satwa Liar)을 선언하였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거북이 방생, 독수리 방생, 산호초 옮겨심기, 망그로브 나무 식재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
은 행사현장 뿐 아니라 산림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 중 조코위 대통령은 팜오일과 광산활동 허가 제한(모라토리움)에 대한 언급을
하며, 관련 장관들에 제반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팜오일과 관련해서는
우량종자를 사용할 경우 현재의 허가지역만 갖고도 두 배 이상의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번 모라토리움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사항 및 시행일자 등의 법안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관련 기업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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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불 발생지역은 대부분 산림 개발 지역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적도 부근의
이탄지가 팜 농장의 적지로서 부각되면서 이탄지에서의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규모도

4. 인도네시아 산불과 한국의 역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산불은 산림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붕괴 등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상익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임무관

이탄지는 탄소 함유량이 지표토양의 1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탄소 저장 탱크라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탄지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타 지역보다 기하급

1. 인도네시아 산불에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가?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인도네시아는 대체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

안겨준다.

되는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를 띠고 있다. 그러나 건기라고 하더라도 일정정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산불이 나더라도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탄지 산불은 지표가 아닌 지중으로 쉽게 옮아가기 때문에 진화가 어렵고 연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인접한 국가에도

그러나 경제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산림을 개발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영향을 미쳐 대기 오염과 항공기 결항, 호흡기 질환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많은 산림이 소실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건조한 기후환경으로 인해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으며 특히, 산림을 직·간접적
인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약 3천만 명의 ⁾ 지역 주민의 삶이 황폐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산불이 전 세계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에 국제 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산불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마도 1997년과 작년 2015년 산불일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점을 야기한 작년 산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2015년 산불로 90억불의 경제적 손실 발생
2015년은 엘니뇨현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과 중국
북부 지역의 폭설,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폭우, 열대우림을 형성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등의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경제·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작년
엘니뇨현상으로 건기가 예상 밖으로 길어졌고 이는 산불이 더욱더 대형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15년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칼리만탄, 파푸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약 300만ha로 보도되고 있고, 산림파괴
및 항공기 결항 등 경제적 손실은 약 US $90 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외에도 산불로 인한 연무(Haze)는 대기의 질을 위험 수준
인 200~300μg/㎥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며, 약 50만 명의 주민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고 보도되는
△ 인도네시아의 산불
1) 인도네시아 산림 모라토리엄 분석, 한국동남아학회, 2013

등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며, 연무로 인한 주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직·간접적
2) The Jakarta Post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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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현재 정부당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

그러나, 작년과 같은 산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을 위해 추진해온 많은 노력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된다. 이점은 인도네시아의 산불이 단순이

3

국내적인 재난문제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또한 산불과 연무로 인해 상당수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는 사태가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산불관리 실패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산림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극빈층이기 때문에 금번 산불

높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주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은 이들의 일시적인 생계수단의 단절을 넘어 영속적인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고립 등 엄청난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3. 대형 산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은 이탄지로써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탄지의 산불

기후적 패턴은 최근 기상이변과 어우러져 가뭄의 장기화, 단기간 동안의 폭우 증가 등 이상 기상

은 국제 기후에도 영향을 끼친다. 2015년 7월부터 3개월 이상 지속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

현상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가뭄의 장기화는 산불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만탄 일대의 대형 산불로 약 10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1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다.4⁾

아울러 통계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대형 산불은 수마트라, 칼리만탄, 파푸아 지역에서 대대
적인 팜 농장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는 2013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전세계에서 10위 수준이며, 대부분의 온실
가스는 에너지발전분야, 운송 분야 그리고 산림의 전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는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팜 농장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그 당시 많은 기업들이 팜 농장
조성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기준으로 29%를 감축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약 41%까지 감축하겠다는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시 제출한 바 있다.

△ G20 국가별 탄소 배출량 순위 (2013년)

팜은 식물적 특성상 많은 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중 일정정도의 강우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빠른 성장량 때문에 토양의 양분 축적도가 높은 토양이 팜 농장 적지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3) The Jakarta Post (2015.09.20.)
4) The Jakarta Post (2015.10.06.)

충족시키는 곳이 대표적으로 적도 부근의 이탄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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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팜 농장 전용 허가는 수마트라, 칼리만탄, 파푸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이탄지역이다.

또한 이탄지는 기본적으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팜이 생육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하지만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재로 이탄지의 산성도를 낮추는 효과와 함께 토양 비배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약 2,000만ha의 이탄지를 적도 부근에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캐나다를 잇는
전 세계 3위 수준이다.5⁾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적인 농경 방법으로서 화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2ha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지역 농민에게는 화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농경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이탄지는 나뭇가지·잎 등 식물의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퇴적된 토지로서 정상적인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적정 비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

이탄지는 자체 수분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팜 농장 조성 등

으로도 보인다. 이렇듯 화전은 영세 농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많은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배수로를 설치하고 건조화 시킬 경우 수십 미터의 마른 낙엽층이 쌓여

농민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화전을 시작한다.

있는 것과 같아 산불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
화전의 특성상 지역주민은 고정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불을 지른 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사짓는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처럼 엘니뇨현상으로 건기가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지역주민의 산불에
대한 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화전을 실시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
은 매우 높다.
△ 세계의 이탄지 분포(약 400백만ha)

△ 이탄지 개념도

마지막으로 대형 산불의 원인을 꼽으라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불 진화 장비 및 진화 능력 부족
을 손꼽을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산림 관련 예산은 약 6억 2천만 달러에 불과하고, 조기 경보

팜 농장 조성 기업은 농장 조성을 위해 이탄지를 건조화시키고, 기존의 수목 등을 완전히 제거

시스템 등 산불 발생을 초기단계에서 확인하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7⁾

하게 된다. 이탄지의 기존 수목 및 폐기물 제거를 위해 기업은 비용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산불을 지르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및 적정한 진화장비 부족은 산불발생지역이 대부분 도로 등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리적 오지에서 발생한다는 문제점과 겹쳐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포럼단체 Abetnego Tarigan 사무총장에 따르면 산불을 이용할 경우
Rp.500,000(US $35)~Rp.1,000,000(US $70)의 인건비로 수 천 헥타르의 팜 농장을 개간할 수 있다고

4.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

한다. 기계를 이용하면 1ha당 Rp.5,000,000(US $350)~Rp.7,000,000(US $490)의 비용이 들어 일반적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개발을 금지하는 산림 모라토리움을 선언

으로 불법 화전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
6

하고 약 1,450만ha 상당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림 모라토
리움의 대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환경보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즉, 산불을 이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팜 농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산불을 이용한 조림지 정지작업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5) Peatland status and emissions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Wetlands International
6) The Jakarta Post (2015.10.03.)

7) Financing SFM,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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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림 모라토리움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산불로 황폐화된 이탄지

불법적인 점유와 농경지로의 전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산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약 200만ha의 이탄지 복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도 획기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조직으로 이탄지복원청(Peatland Restoration Agency)을 2016년 1월 신설하게 된다.

상황이다.
이탄지복원청은 이탄지 복원의 정책방향 설정, 필요예산확보 및 관련 기관간의 협력 조정 등을
다만, 개별 기업에게 산불 예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순
의 산불진화장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는데 의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임 청장으로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 [WWF]) 국장을
지낸 Nazir Foead를 임명하였다.

문이 있고 실제 인허가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
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림환경부와의 업무 중복, 미흡한 예산 확보 등의
각종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하게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전문 인력 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가뭄과 사전 준비 부족 등이 어우러져 작년 산불이 사상 유례 없는

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도 노출된다.

대형 산불로 확대되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작년 미국 순방일정을 줄이고 급히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것은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한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산불 방지 등을 위해 법 집행력 강화, 독립 전문기구의
기능 강화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초부터 기상당국은 엘니뇨현상 등을 경고하였으며, 작년 건기가 예년 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보하였다. 아울러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수십 년 동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

5. 인도네시아 산불과 한국의 역할

을 잃고 연무로 고생한 주민들은 정부당국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더 이상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산불을 참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표시하였다.

하며,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상 인프라 확충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
를 두고 있다.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산불 발생지역에 군,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방문하고 산불 방화
범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는 한편, 산불 당국 및 지역 정부에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하기도 하였다. 경찰 당국은 산불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기업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를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불 방지 등에 획기적으로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자 구속, 배상금 청구 및 인·허가권을 취소하는 등 강력
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 예로, 이탄지복원청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2020년까지 200만ha의 이탄지를 복원
하기 위해서는 22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은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그러나 일련의 강력한 조치는 산불 발생과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렵고, 특히 대부분의 산불이

90%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외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의뢰를 받은 지역 주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은 책임
을 피해가고 가난한 농부들만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자체 힘으로 목표하고 있는 이탄지 복원은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산불을 비롯한 현장의 불법적인 경영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지역 정부와
맺어온 유대관계와 뇌물 등을 이용하여 무마시켜 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 UNFCCC에 제출한 INDC 문서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어 볼 때 아무리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법집행 기관의 쇄신 없는 대응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

목표를 BAU(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8⁾

나머지 11.3%는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

8) The Jakarta Post (2015.11.09.)

에서는 추가적 감축 여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에 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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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한 적극적 동참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따라서 계획한 37% 감축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노력 이외에도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Chapter Ⅱ

값싸고 손쉽게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이탄지의 REDD+를 국가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감축 계획을 달성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한다면, 오랫동안 전략적 파트너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국민을 돕는다는 인도적인 명분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
의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적 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2015년 5월 중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양 국간의
이탄지 복원 및 산불관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실질적인 이탄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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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Degradation plus)와 같은 산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장

1. 산림청
따라서 이러한 이탄지 복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법령 등 제도 정비
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다행히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2. 한인니 산림센터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열대우림 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의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2℃ 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한인니 FMU/REDD+ 공동 사업단
4. 녹색사업단 인도네시아 법인 (PT.KGPA Indonesia)
5.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법인 (PT.KIFC)
6. 포스코대우

산림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소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좋은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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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함께 국민행복을 키우는 산림복지전문기관으로 도약하여 온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산림청 올해 3.28부터 산림복지진흥법 시행

첫째, 운영시설별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숲을 통해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최초의 산림복지단지인 국립산림치유원과 제1호 산림교육센타인 횡성 숲체원, 그리고 산림

산림청 제공

체험센타인 장성숲체원, 청태산 및 장성 치유의 숲 운영을 통해 태아를 위한 숲태교 서비스, 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 성인 및 고령자를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산림에서 힐링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00년에 365만명에서 2010년 565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복지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와 학교의 주5일 수업제등이 시행되면서 여가시간이

둘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소외자에게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다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늘고 야외휴양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의 양상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일 뿐만 아니라 2012년 기준으로 산림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휴양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인구가 1,100만명으로 국민인구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

누구나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산림복지의 불평등

물질인 피톤치드에 의한 치유효과 등을 위해 산림을 활용한 건강과 치유 그리고 문화, 복지 등에

을 해소하고 숲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번 산림복지 진흥법은 종전의 소극적인 산림 이용정책에서
머무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단편적인 이용위주의 시설보다 더 능동적인 형태의
산림복지 정책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셋째, 산림복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교부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전문
인력 육성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며,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관리를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촌주민 지원사업의 수행,
지역목재제품과 임산물의 우선구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산림 복지 시설의 설치하거나 운영할
시 지역사회를 배려하며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며 산림복지 전문업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현재 약6,500명에 이르는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는
전문업을 등록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숲해설, 유아숲 교육, 산림치유 프
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주도로 제공했던 산림복지 일자리가 민
간시장을 통해 개방되었다.

기존의 산림복지문화재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의 산림복지에 관한 높은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고자 숲을 통해
대국민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청의 산하기관으로 2016년 4월에 개원하였다.

통해 품격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가 창출, 유지, 확산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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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 황 총리를 비롯, 참석자들은 행사장 인근 1만 제곱미터(㎡)의 땅에 8년생 전나무

산림청, 강원도 원주서 ‘제71회 식목일 기념행사’
- 황교안 총리, 재선충병 피해지서 식목일 나무심기 동참 -

산림청 제공

2,000그루를 심었다.
특히, 재선충병 피해지역을 건강한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 심기에 동참해 눈길을 모았다.
아울러, 주요 산림정책 현황보고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자원화 전시도 마련됐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국토녹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산림 강국으로 거듭
났다.”라며 “산림으로 국가가 부강하고 숲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
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5일 강원도 원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임업인·지역주민·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약이 체결됐는데
이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우리나라도
산림을 활용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총리는
“‘내가 심는 이 나무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다해 심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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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림의 날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세계 산림의 날 워크숍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세계 산림의 날(International Day of Forests)은 2012년 11월 28일 유엔총회 결의안에 의해 매년

한·인니 산림센터는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에서 2016년 3월 31일 생태지킴이워크숍을 주최

3월 21일 기념하도록 제정되었다. 매년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 및 각국 정부 뿐 아니라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산림

산림·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에서도 세계 산림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21일

환경부와 환경 NGO인 KEHATI 재단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자카르타 RICCI

기념일부터,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과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

2 Bintaro 초등학교, 데뽁 Semut-Semut 자연초등학교, 찌안주르 자연초등학교, 머루융 자연초등

culture Organization)는 각 국이 세계 산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데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산림청

학교, 찌쁘닥 자연초등학교 등 5개의 초등학교 학생 90여명과 보고르농과대학, 자카르타 국립

이 인도네시아는 산림환경부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자카르타주 대학 10여명 등 미래에 산림과 자연환경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세계 산림의 날 행사는 매년 숲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진행하는데, 첫 해였던 2013년에는 식목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교별로 모인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녹색지도를

행사를 비롯한, 각 지역단위의 여러 홍보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2014년에는 “나의 숲, 우리의

발표하였다. 녹색지도는 각 학교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을 기록하여 우리 실생활 주변에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인과 숲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2015년에는 “산림과 기후변화”

다양한 생태계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이 지도는 각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를 주제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의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올해에는 “산림과 물”

도움을 받아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만들었다.

이란 주제로 산림이 수자원 및 수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초등학생들은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생태계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계 산림의 날을 맞이하여 한·인니 산림센터에서도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와 협력하여 센툴

동물과 식물의 이름 및 특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각 동식물이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교육생태 모델숲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고, 산림환경부 공식 행사에도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영향과 그 중요성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인 가운에 발표를 하고 토의

이어가고 있다.

를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앞으로 산림과 생태계 보호에 앞
장서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한 한·인니 산림센터,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KEHATI 재단
은 미래의 환경지킴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학생들에게도 보다 적극적
으로 산림과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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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FMU/REDD+ 협력 사업

한인니 FMU/REDD+ 공동 사업단 제공
센툴생태교육모델 숲 방문

워크샵 개회

배경
대기 중 온실 가스 감축 이행을 위하여 교토 메커니즘의 이행, 자발적 탄소 상쇄제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40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PCC(2007)는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 이행은 불가
능하며 특히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17.3%에 해당하는 개도국 열대우림의 산림전용 및 황폐
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3차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하였다.
녹색지도

발표모습

REDD+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한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으로 기후 변화 협약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REDD+ 는 보전활동, 산림
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산림탄소축적 증진을 통해 산지 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을 감축하는 활동이다.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 1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체제하 온실가
스 배출 저감활동으로 REDD를 포함한 발리 로드맵을 완성하고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를 둘러
싼 선진국의 재정지원에 관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단체사진 1

단체사진 2

대한민국 정부는 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따른 인도네시아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그의 연장선상에서 2012년 1월에 양국 간의 합의문
(Record of Discussion)을 서명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REDD+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2012년~2015년, 한차례 연장, 2016년 1월 6월 출구전략 실시).
한편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산림거버넌스 강화의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전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정책, 산림경영구(FMU) 및 사업지 수준의 산림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해 왔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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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도네시아 전 산림 내에 600개의 산림경영구(FMU/KPH) 설립을 목표로 하고, 산림경영

TBS 산림경영구 사무소는 리아우주 뻐깐바루시 Jl. Pengayoman No.1 에 위치해 있다. 직원

구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120개의 산림경영구 모델을 선정하여 이를 2014년까지 완료하고

현황은 현재 총 37명(정규직 공무원18명, 계약직19명)이며 관할 구역은 리아우주 시악 및 플라라

자 했다. 그 중 생산림 지역 내 위치한 산림경영구 모델 중 하나가 리아우(Riau)주에 위치한 타식

완 군의 513,276Ha이다. 연간 예산액은 2015년 5,031,316,000루피아, 2016년에는 1,246,831,000루피

브사르 스르깝(Tasik Besar Serkap:이하 TBS) 산림경영구 모델이다.

아이다.

TBS 산림경영구 내 REDD+ 사업 지역은 산업조림사업체와 팜 오일 농장에 둘러싸여 있었고

본 REDD+ 프로젝트 사업지는 향후 20년간 24.818MtCO₂e(연 평균 1,240,943.89tCO₂e; 검증 중

REDD+ 이행준비에 관한 2010년 산림부 장관령(No.509/Menhut-VII/2010)에 따라 제안된 본 프로

임)의 탄소를 흡수 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지역의 이탄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젝트 대상지는 언제든 산업 조림지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지역의 주변에는 이미 17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사업을 수행하였고 지역주민들 및

의 산업 조림지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지역에 REDD+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산림경영구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국가 배출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한국과 협력하였다.

개발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탄소거래를 위한 특정절차의 수립 실시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공동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모델 개발과 산림탄소배출권 획득 기반

의 역량강화 지원과 TBS 산림경영구가 관리하는 이탄지 산림 약 14,749.86Ha에서 REDD+ 시범

사업 성과
1. TBS 산림경영구 역량 강화
1) TBS 산림경영구 장·단기 비즈니스 경영계획 수립

사업 시행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산림청은 양국의 합의를 충실히

한인니 TBS FMU/REDD+ 공동 프로젝트는 2013년~2015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TBS 산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리아우주 깜빠르 반도의 산림경영을 담당하는
타식 브사르 스르깝(Tasik Besar Serkap) 산림경영구(Kesatuan Pengelolaan Hutan Produksi: KPHP)

이행하여 삼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경영구 설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492,881.81USD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TBS 산림경영구는 장기
산림경영계획, 단기(연간)산림경영계획 및 비지니스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산림부 승인을 받았다

개요

(산림부장관령No7565/Menhut-II/REG.1-1/2014, 2014년 12월 16일).

REDD+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 프로젝트 사업지는 ‘clean and clear’ 지역 내에 위치했으며 총
면적은 14,749.86Ha이고 경계의 둘레 길이는 83,585m에 달한다. 이 지역은 리아우주 시악(Siak)군

장기 경영계획의 기간은 2015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면적은 27,231.11Ha이다.

숭아이 아핏(Sungai Apit)면에 위치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 사업지의 특징은 리아우주 동부 해안가

주요 내용은 산림 블록 구분, 산림 이용 계획, 주변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산림보호 및 자연 보호

의 저지대를 따라서 펼쳐져 있는 대형 이탄지 생태계의 일부라는 점과 두터운 이탄층(5~12m)

구현, 투자 개발이며, TBS 산림경영구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계획도 수립하였다.

위에 습지림(Swamp Forest)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TBS 산림경영구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서는 전문가 및 현지 대학교(란짱꾸닌 대학교)와의 협력
을 통해 수립되었다. 본 장기산림경영계획은 2014년 12월 16일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SK
NO.7565/Menhut-III/REG101/2014)으로 승인됐다.
TBS 산림경영구 장기산림경영계획의 수립목적은 대상지역의 인허가 존재여부 및 세부 내역,
깜빠르 반도 이탄습지림 관리 측면에서 TBS 생산림경영구의 생태계보전역할 사회경제역할 및
리아우 지역 개발 기여 등을 적절히 고려 TBS 생산림경영구 모델로 장기산림경영계획을 준비
하는 것이었으며, TBS 생산림경영구 모델의 독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탄습지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사회적 이슈 관리와 인허가 보유권자와 협력을 통한 사업개발에 대한
설계 전략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다.

△TBS 산림경영구 및 REDD+ 사업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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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경영계획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27,231.11Ha면적에서 미래
분석 및 예측을 통한 2015년 업무를 제시, 2015년 사업계획을 구체화, 운영 및 작업을 위한 지도 및
보조지도의 완성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 경영계획의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종료기한 없이 사업을 실행하며 TBS 산림
경영구가 이행 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다음의 다섯 가지 즉 사고나무 조림 사업계획, 바다
악어 양식 사업계획, 아르와나 양식, 고무농장, 게양식 등으로 비지니스 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

2. TBS 산림경영구 교육사업

산림경영구 운영트레이닝

산림경영계획수립 교육

산림조사 방법 교육

산불진화 교육

도서 기증

안전 교육

TBS 산림경영구 직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산림 조사, 산불진화교육, 산림보호교육, 이탄지
내 수문모니터링 및 수위측정 기술 및 데이터 관리교육(탄소 축적량 측정 포함), 산림경영교육과
산림경영구 조직 구조개선교육을 실시했고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REDD+ 워크샵에 지방 산림국
관계자와 FMU 소장 직원 등을 파견 교육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번호

교육명

계

17회

교육기간

참여

비 고

187명

1

산림경영계획 수립(산림조사)

’14.2.6~2.9.(4일)

30

뻐깐바루

2

산불진화교육

’14.5.23.(1일)

14

〃

3

산림경영구 트레이닝

’14.3.23.~3.29.(7일)

2

보고르

4

인하우스 트레이닝

’14.5.19.(1일)

20

〃

5

야생동물 트레이닝(사슴)

’14.6.11.~6.13.(3일)

1

자카르타

6

GPS 트레이닝

’14.9.18.(1일)

3

자카르타

7

선진 산림경영구 견학

’14.9.29.~10.3.(5일)

10

8

학술세미나

’14.10.3.~10.9.(7일)

2

9

탄소배출권 정책 및 기초

’14.10.7.~10.10.(4일)

2

뻐깐바루
보고르
(리아우대 교수)
보고르

10

GIS 트레이닝

’14.10.22.~10.25.(4일)

18

뻐깐바루

11

한국 REDD+교육

’13.11.4.~11.8.(5일)

4

12

한국 REDD+교육

’14.11.3.~11.7.(5일)

5

13

한국 REDD+교육

’15.5.18.~5.22.(5일)

5

산림부 4
산림부 1,
롬복 2,
리아우 2.
산림부2,KPH 2.롬복 1.

14

산불진화교육

’15.5.5.~5.6.(2일)

12

15

수문모니터링교육

’15.8.13.~15.(3일)

12

16

REDD+ 및 산림경영구 운영 트레이닝

’16.3.22.~3.23.(2일)

39

뻐깐바루
뻐깐바루 및
REDD+ 현장
뻐깐바루

17

산불진화교육

’16.4.27.~4.28.(2일)

8

시악군 산림보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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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이행 준비
1. 경계확정
2014년 1월부터 현장에서 REDD+ 사업지 경계 표주설치 작업 및 관리 등 현장작업이 실시되었
다. 간이표주는 목재로 만들어 100미터 간격으로 고정표주는 시멘트로 제작하여 표주 1Km 간격
으로 실시하였으며, 보완작업은 2015년 붉은 색 페인트로 수간에 경계를 표시하기위해 표식작업
을 했고 간이표지판은 50m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선진 산림경영구 양봉장 견학

GPS(트림블) 교육

경계표주확정 행정수속이 현장작업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경계표주 지도 및 경
계표주작업 진행보고서(Berita Acara)는 2015년 12월에 리아우 산림국장 등이 서명했으며, 2016년
1월 20일 리아우주 BPKH의 시깃 소장의 승인 후 중앙정부로 제출했다.

GIS 교육

장비설치 실습

장비 조작요령 교육

우수 산림경영구 초청 산림경영구 워크샵

표주 제작

표주 검사

운반

운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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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보호활동
1) 산림보호 및 모니터링활동 위한 현장사무실(감시 초소) 설치 및 지원
본 프로젝트는 원활한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지 내 컨테이너 캠프(블록A), 히자우 캠프
(블록A), 사랑 부룽 왈렛(블록 B/ 다마르), 숭아이 므따스 다섯 곳에 현장사무소 및 초소를 설치
하였다. 감독관, 산불감시원 및 일용직 인부들이 TBS 산림경영구 직원의 모니터링 하에 REDD+
지역을 지키며 순찰하고,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수목 및 과실묘목의 양묘장을 관리하고, 수로막이
공사 사업을 수행했다.
운반(인력)

측량

감시활동은 스피드 보트(수로)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우범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 하며 기계
톱 소리를 듣고 현장 감독관이 FMU 산림경영구에 보고하면, 리아우 산림국 산림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급습하여 체포하였다. 2013년 REDD+ 사업지 방문 시 각 곳에서 기계톱 소리가 들렸으나
현재 REDD+ 사업단이 감시 활동을 시작 한 후 현재까지는 기계톱(도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또한 사업단은 지역순찰을 위해 현장에 차량 1대, 오토바이 4대, 뽐뽕 1대(소형 배) 및 소형 스피
드 보트 1대를 사무실 및 현장 관리소와 산림보호지역 순찰을 위해 운영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지원했다.

설치

설치 후(고정: 시멘트)

간이표주(목재)

경계보완(페인트)

보완완료 후

간이표지 부착

(1) 산림보호 감시활동의 성과

도벌 제재광경

진입로 설치

도벌목 집재

목재운반 나무레일(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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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벌채 적발
사례 1
2014년 11월 7일(금요일) 리아우주 산림국 소속 산림경찰은 현장사무소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던
사업단 산불감시원 및 산림경영구 직원의 전기톱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랑 부룽 왈렛 블록
B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있던 Sutikno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Sutikno씨는 담당기관
에서 발급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불법벌채자임이 판명됐다. 증거물로 3개의 전기톱과
두께 2cm x 폭 20cm x 길이 400cm의 가공된 Punak 보드판 32개 등을 확보했다. 정확한 위치좌표
뗏목 운반

범법자 체포 압송

도벌 후 방화 현장

사고나무(녹말)식재, 생립

는 TBS 산림경영구 지역 내 동경 102°33′59.3″ 북위 00°42′06.1″ 지점이다.

△리아우산림국 산림경찰과 TBS산림경영구직원 및 사업단 감시원
현장에서 불법 벌채 용의자를 체포하는 광경

사례2
2015년 1월 1일 목요일 리아우주 산림국 소속 산림경찰은 사업단 산불감시원과 산림경영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정찰 활동을 벌이던 중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있던 Yusmadi를 체포
불법 훼손지 조사

산림감시활동(모터사이클)

했다. 담당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벌채임이 밝혀졌고 증거로 1개의 전기톱과 가공된
Punak 보드판 12개를 확보했다. 정확한 위치 좌표는 TBS 산림경영구 내 동경 102° 36′56.8″, 북위
00°41′18.1″ 지점이다.
(2) 산림보호 감시활동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고용창출 기여
사업단은 지역주민 중 산림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고용계약 및 임시계약)에게 급여
를 제공했다. 또한 각 현장사무소에 산불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했다. 작업 인부는 6개의 그
룹으로 구성된 22명의 산불 감시원과 4명의 감독관이 교대로 근무했다. 작업인부는 쁘냥앗(Peny-

산림보호활동(보트)

중식(도시락)

engat), 라와 므까르 자야(Rawa Mekar Jaya), 숭아이 라와(Sungai Rawa) 마을주민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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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 사업
(1) 나무심기
REDD+ 사업지 내 산불피해지의 조기 녹화와 TBS 산림경영구 역량강화, 탄소축적량증가, 지역
주민의 애림 사상 고취 및 고용창출을 위해 나무심기를 추진하였다.
위치는 리아우주 시악군 숭아이 아핏면 쁘냥앗리이며 REDD+ 사업지 내 140Ha(블록A90Ha,
블록 B 50Ha)이며 고무나무 등 총 14종 73,529본(장기수 7종 60,280본, 유실수 두리안 등 7종 13,249
본)을 식재하였다.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우기 중에 시행하였다.

산불피해지

블록A 조림지

블로B 조림지

플라이 현지 양묘

고무나무 현지 양묘

나룻배 운반

물담그기(묘목)

식재 운반

블록A 1차 50Ha조림은 사업단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TBS 산림경영구에서 용역으로 추진하였
으나 활착률이 60% 미만으로 나와 계약금의 80%만 지급하였다.
잔여 면적 90Ha(블록A 40Ha, 블록B50Ha(1차 20Ha, 2차 30Ha)는 사업단에서 TBS산림경영구와
협의하여 현장사무소 감시원과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 3월경 용역팀의 위성
영상 자료를 확인한 후 산불피해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조림 수종 선정은 뻐깐바루의 용재수
양묘업자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수마트라 호랑이 서식지를 감안하여 두리안 등 유실수와
혼식 식재 하였다.
조림 후 활착 및 생육 중에도 건기에는 이탄지 특성상 고온 및 유황성분의 영향으로 식물 생육
에 부적당하여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였다. 2016년 4월 중순 경 현지 출장 조림지를 목측 결과 활착
률이 85% 이상으로 추정된다.
총 집행 금액은 113,708.19USD 으로 총 금액은 조림 예정지 정리 사업, 현지 양묘, 묘목 구입 및
운반비, 식재, 시비, 풀베기, 진입로 정리, 산불보호 감시 활동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REDD+
사업단에서 추진한 90Ha는 사업지 인근 3개리 주민들로 작업단을 조직하여 사업실행으로 역량
강화와 고용창출(소득 증대)를 도모하였다. REDD+ 사업 구입묘보다(뻐깐바루에서 구입, 운송
기간이 오래 걸림) 현장에서 양묘한 묘목이 생육 상황이 우수하며 고무나무와 플라이(Pulai) 나무
가 이탄지에서 잘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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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로 보막이 공사
수로 보막이 사업의 주 목적은 REDD+ 사업지 내 지하의 수위를 상승시켜 탄소 축적량을 증대
(탄소 배출량 저감)시키고 산불 방지를 위한 것이다. 위치는 시악군 숭아이 아핏면 쁘냥앗리
REDD+ 사업지 내 블록A와 블록B에서 23기의 수로막이 공사를 실시하였다(블록A 16기, 블록B 7
기). 기간은 2014년 11월~2015년 7월 31일 까지 시행하였다. 총금액은 14,695.03USD가 소요되었다.
대상지는 위성 영상을 참고하여 REDD+ 사업 구역 내 미사용 수로 또는 불법 수로 중 이탄토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선정했다.
예정지 정리

식열조성

사업 실행은 쁘냥앗리 주민으로 작업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업을 실행하였고
사업 실행에 어려웠던 점은 장비 진입이 불가하고 모든 흙이 이탄토로서 이탄토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바로 유실된다는 점과 고온 다습한 기후 등으로 1일 작업시간이 약 4시간으로 극히 짧으며
모든 지역이 평탄한 이탄지로 우회 배수로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폐쇄된 수로의 활용 방안도 고려되었는데 어류 양식을 위한 연못으로 이용 가능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체 소득을 제공 해 줄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산림경영구와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해

나무심기

고무나무 생육

삽목조림

삽목묘 움돋이

물 차단 광경

물 차단 광경

아카시아 환상박피

막사(감시원:작업단)

보막이 번호 : 1
N : 00° 45′ 39.3″ E : 102° 22′ 05.1″

보막이 번호 : 2
N : 00° 45′ 38.8″ E : 102° 22′ 04.7″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조건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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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탄지 수문모니터링 사업
REDD+ 지역의 수문모니터링 활동은 이탄지내 수위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탄지 내 수위
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10개(Global Water Logger WL16)의 수위측정기와 기상관측기 1대
및 수위측심기(water sounder) 1대(Global Water Logger Sounder WL 500-200ft)등을 지원했다.
모든 수위 측정기는 윈도우와 PDA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어 노트북 컴퓨터 또는 PDA에 데이
터를 업로드 하기에 용이하다. 10개의 고정식 수위 측정기 설치 좌표는 아래와 같다.

보막이 번호 : 3
N : 00° 45′ 35.6 E :102° 22′ 02.4″

보막이 번호 : 5
N : 00° 45′ 36.1″ E : 102° 21′ 51.7″

보막이 번호 : 4
N : 00° 45′ 35.7″ E : 102° 21′ 55.8″

좌표

구분

장소

1

St-01

00°46'00.3"

102°21'22.2"

6

2

St-02

00°44'56.3"

102°23'06.0"

5

3

St-03

00°42'41.3"

102°26'09.6"

8

4

St-04

00°39'41.0"

102°31'47.2"

8.5

5

St-05

00°41'28.6"

102°34'31.3"

9

6

St-06

00°40'58.6"

102°38'13.6"

4.3

7

St-07

00°38'06.1"

102°34'11.1"

8.5

8

St-08

00°37'39.1"

102°34'11.1"

11

9

St-09

00°40'12.5"

102°28'19.5"

11.48

10

St-10

00°42'35.3"

102°20'51.6"

9

북

파이프 깊이(M)

동

보막이 번호 : 6
N : 00° 45′ 36.9″ E : 102° 21′ 49.0″

설 치

내 부

현장설치 번호

5) 주민 지원 사업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도벌과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애림사상을 고취
하고 산림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보막이 번호 : 7
N : 00° 45′ 39.2″ E : 102° 21′ 42.5″

REDD+ 사업지 주변 마을 현황을 보면 연접마을은 쁘냥앗이며 인구는 350가구 1438명이다.
주요 직업은 농업, 상업, 어업, 수액체취, 사냥, 배 제작, 목탄 제조, 일용근로자 등이며 월 평균
수입은 1,000,000~2,000,000루피아이다.
인근마을은 라와 므까르 자야, 숭아이 라와, 뜨룩 라노스 3개 리이며 약 300여 가구에 평균 1,240 여
명이 농어업, 자영업, 일용근로자, 가내수공업, 운송업 등을 하며 월 평균 수입은 1,700,000루피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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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개선 사업
건기에는 생활용수도 구하기 어려우며 현지 주민 중 저소득층은 검붉은색을 띠는 이탄지 물을
음용수로는 활용하고 우기에는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 관정 2기, 물탱크 65기를
지원하였다.
(2) 의약품 보급 사업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비상 상비약 위주로 4개 리동의 마을 보건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하재배

종묘 보급

종묘 보급

기술 교육(이론)

기술 교육(식재 교육)

식재

식재

비료 보급

(3) 파인애플 묘목 보급
쁘냥앗 마을에 260,000본의 파인애플을 117,000,000RP의 금액으로 지원하였다. 파인애플을
선정한 이유는 사업지 근처 마을들의 토지는 바닷가 근처의 이탄지여서 적합한 작물이 많지 않은
데 파인애플 묘목은 시악 군청에서 적극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품종이며 이탄지 토양인 산성토양
에서도 병이 없이 잘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업단은 26개의 작목반을 구성하여 260,000본의 파인애플 묘목을 쁘냥앗 마을 260가구에 나눠
주었으며 파인애플 경작 및 시비 작업 교육도 2015년 4월 21일~22일에 실시하였다. 파인애플은
파종 후 1~2년이면 한 개의 묘목에서 5~15개의 파인애플을 수확할 수 있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REDD+ 지역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경작
활동과 수익성 있는 사업에 집중함으로 마을 주민들이 산림침범이나 불법 벌채를 하는 삶의 방식
을 전환시킬 수 있다.
26만 본을 보급하여 현재 90% 이상 활착되었으며 2년 후 1,040천본, 4년 후에 4,160천 본으로(활
착률 80%) 번식하면 거대한 파인애플 재배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가 소득 향상으로
산림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의견 수렴

재배지 견학(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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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종묘 번식

산불진화 교육

우물시설 광경

우물 시설

홍보달력 제작 배부

물탱크 지원

의약품 지원

의약품 전달(라와 므까르 자야)

전통문화보전을 위한 의상 지원

(4) 산불진화대(MPA) 구성 및 기타 지원
사업지 인근의 4개 마을(쁘냥앗, 라와 므까라 자야, 숭아이 라와, 뜨룩 라노스)에 산불진화대
설립, 진화장비 지원했으며 교육 및 산불진화 및 예방 활동을 하였다. 교육훈련은 2014년과 2016년
까지 4회 실시하였다. 산불진화교육은 시악군(Siak) BKSDA(산림보전국) 주민교육 전문가를 초빙
하여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펌프를 쁘냥앗 마을에 제공하였다.
(5) 주민 역량강화
단기간(2년간) 내 역량을 강화하고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반복
되는 홍보 교육, 산림보호활동, 나무심기, 고용창출 등으로 산불을 방지하고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금후 5~6년간 파인애플 농장이 확장되어 많은 수확이 발생하여 경제
수준이 나아지면 주민 의식이 많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교육은 프로젝트 소개, 산불
예방, 산림보호, 산불 진화대(MPA) 교육, 파인애플 재배 교육, 등을 13회 실시하였고 연인원 362명
이 참석하였다.

주민 설명회, 산림보호 교육

마을 진화대 진화장비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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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실적
(1) 산불진화장비 지원 - 산불 감시용 오토바이 60대 및 삼륜차 15대 지원
2015년 가을에 인도네시아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무 피해가 인접국에까
지 미쳐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각국에서 인도네시아 산불진화 지원을 하였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조태영 대사의 제안 등에 힘입어 산불진화 장비 기증을 추진하였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산불예방장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1차로 200cc 오토바이 2차에는
지역초등학교방문 축구공 전달

유치원방문 단체복 기증

적재 칸에 진화용 펌프를 장착한 삼륜차를 구입하여 산불기간에는 진화 장비로, 비 산불기간에는
물품 운송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3월 29일에 재인니 한국대사관 이상
익 임무관이 산림환경부 산 아프리 아왕 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진화장비는 인도네시아 산림경영
구 54개 기관에 배정되어 산불 예방 및 산불진화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주민교육 내용
제 목

일 시

참여

계

13회

362명

장

소

비 고

네시아 최 일선 산림기관에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총 구입 금액은 129,938.82USD

14.2.3.

46

라와 므까르 마을회관

숭아이 라와
합동 교육
의약품 지원

14.2.4.

41

쁘냥앗 마을 회관

의약품 지원

14.9.25.

35

뜨룩 라누스 마을회관

의약품 지원

마을산불진화대 교육

14.5.22.

13

쁘냥앗 마을 회관

마을산불진화대 산불진화 교육

14.5.25.

13

쁘냥앗 마을 회관

진화대 창설 및 진화 교육

14.6.24.
~6.25.

30

쁘냥앗 마을회관

의약품 지원

마을산불진화대 교육

14.10.18.

25

라와 므카르 마을회관

숭아이 라와 (11)
라와 므까르(14)의
약품 지원

파인애플 재배 기술 교육

14.10.26.

50

쁘냥앗 마을 회관

파인애플 재배 기술 교육

15.4.22.

50

쁘냥앗 마을 회관

마을산불진화 교육

15.5.12.

8

쁘냥앗 마을 회관

의약품 지원

마을산불진화 교육

15.5.13.

24

라와 므까르 마을회관

라와 므까르:13명
숭아이 라와:11명,
의약품 지원

마을산불진화 교육

15.5.26.

13

뜨룩 라노스 마을회관

의약품 지원

마을산불진화 교육

16.4.11.
~4.12.

14

시악군 산림보전청

3개리 진화대

프로젝트 소개 및
산불방지, 산림보호,

″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한·인니 우호 증진 및 인도
이다.

산불감시용 오토바이 (200cc)

산불감시용 오토바이

산불감시용 오토바이

삼륜차(200cc)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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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차 후면

양수기 부착

REDD+ 사업단 ↔ 쁘냥앗마을

REDD+ 사업단 ↔ 지방산림보전청

전달식 서명

인계인수서 교환

REDD+ 사업단 ↔ TBS산림경영구

REDD+ 사업단 ↔ PT. RAPP

탄소배출권 기반 확보 - REDD+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연구용역
REDD+ 탄소배출권 기반 획득은 용역을 통하여 PDD를 작성해서 VCS에 접수하였다. 탄소배출
권 확보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능력배양과 연계하기 위하여 한·인도네시아간에 SG
컨설팅, CER Indonesia, 서울대학교, 리아우 대학교, 란짱꾸닝 대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위치는 리아우주 시악군 숭아이 아핏면, 쁘냥앗리이며 14,722Ha의 면적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모터사이클 키 전달

17일~2016년 1월 24일까지 721,000USD 금액으로 진행 중이다. 임지 상황은 생산임지로 사업이

(2) MOU 체결 실적 총 4건
체결일시

체결상대방

계

4건

2014.5.21.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장기경영계획이 승인되어 REDD+ 사업지로 공식승인 받았다(SK No주요내용

체결기간

REDD+사업단·TBS 산림경영구
↔지방산림보전청

상호업무협력

2014.2.17. ~ 15.12.31.

2014.6.25.

REDD+ 사업단 ↔ 쁘냥앗 마을

상호업무협력

2014.6.25. ~ 15.12.31

2014.7.18.

REDD+ 사업단 ↔TBS 산림경영구

상호업무협력

2014.4.18. ~ 15.12.31.

REDD+ 사업단 ↔ PT.RAPP

상호업무협력
사유임도이용

2015.2.5. ~ 15.12.31.

2015.2.5.

비 고

mor 7565/Menhut-2014).

1. 방법론, 베이스라인 선정 및 현장조사
1) 전문가 회의
2014년 8월 7일 서울대학교에서 VCS 전문가 참여 워크샵을 열고 베이스라인 선정 및 방법론
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 프로젝트 대상지는 TBS 산림경영구가 원목 벌채나 전용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근 대부분 지역이 이미 조림지로 개발되어 있어 대상지 역시 조림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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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전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의해 Avoided Planned Deforestration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인텐시브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는 서울대학교 조사팀이 실시했다.

프로젝트가 없을 시 계획된 산림전용 즉 산림개발 허가 등으로 계획된 산림전용이 일어나는 경우

조사결과는 프로젝트 관련 일자리창출로 고용 기회 확대, 보조금지원, 혼농임업 기술 도입, 산불관

탄소배출량과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산림전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배출한 탄소량의 차이를

리 시스템 강화, 발전기 제공, 농어업관련 재화 제공, 마을림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감축량으로 보는 것이다.

4) 생물종 다양성 조사
2) 방법론 선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2015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생물종 다양성 조사는 REDD+ 프로젝트 지역의 생물

방법론은 2015년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문가 워크샵 이후 VM0007 v.1.5(2오015년 3월 11일

다양성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조사결과 식물은 32개과 63개종 입목, 29개종의 하층식생, 9종의

개정 완료)로 결정했다. VCS 방법론 중 산림분야에 해당하는 방법론은 총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호종과 7종의 이탄지 고유종이 조사되었다. 조류는 37개과 77종 및 17종의 보호종이, 포유류는

이 중 이탄지 산림대상의 REDD+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은 VM004(계획된 이탄습지

16종과 8종의 보호종이 조사되었다.

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용 방법론)과 VM0007(REDD방법론) 두 가지가 있는데
2014년 VCS 전문가 워크샵에서 VCS AFOLU 담당자로부터 VM0007 사용을 조언 받았다.

5) 지상부 바이오 매스 조사(산림자원 및 탄소조사)
2015년 3월 16일~22일 사전조사, 2015년 4월 21일~30일 1차 본조사 2015년 5월 8일 17일 2차 본

VM0007 v1.5는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모듈을 제공한 방법론이며 프로젝트 활동이 없을 시
산림 황폐화 및 전용이 예상되는 일반 산림과 습지 산림, 이탄지 산림에 적용 가능하다. 모듈을
사용하여 Unplanned 혹은 Planned Deforestation 방지를 통해 감축 된 온실 가스 배출량과 온실
가스 흡수량을 산정한다.

3) 사회경제환경조사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연계된 감축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목적은 지상부 바이오매스에 축적 된 탄소의 양을 산출하는 것이었다. 조
사표본점은 64개로 1개의 표본점 면적은 400m² 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림분류

면적(ha)

탄소 축적량 (Ton)

단위 면적당 탄소
축적량 (Ton/ha)

합 계

14,722.90

1,167,676.24

79.31

저밀도림(Forest 1)

4,563.98

344,026.74

75.38

중밀도림(Forest 2)

6,573.87

520,729.23

79.21

고밀도림(Forest 3)

2,529.03

265,863.03

105.12

다. 대상은 5개리(쁘냥앗, 라와 므까르 자야, 숭아이 라와, 뭉까판, 뜨룩 라노스)였다. 리동 별로 30

관목림(Shrub)

879.31

37,057.24

42.14

여명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조사결과 원주민은 5%이고 대부분 이주민이었으며 학력은 초등졸업이

Bareland

162.13

-

-

64.8%, 응답자 중 88.72%가 생산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다. 농림어업이 대부분(75%)을 차지하였

Built-Up Area

12.46

-

-

으며 월 평균 소득 2,085,902.21루피아를 나타냈다. 산림에 의한 소득 의존도는 60%이상 의존이

Plantation

0.01

-

-

Waterbody

2.11

-

-

20%(쁘냥앗 52%)로 나타났으며 약용식물채취, 사냥, 목재, 송진, 과일 작물채취 등이 주를 이루었다.
REDD+ 프로젝트 지지는 71%, 중립은 14%, 반대는 15%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모른다 35%,
이해충돌 26%, 기타 38%로 나타났다.
산림전용의 원인을 분석하면 과거 4개 리동에서 6년간 산불이 난 건수는 15건이었으며, 82%의
농지조성을 위해 숲을 개간하여 고무나무, 팜오일, 사고나무를 식재하였다(인니 관습적인 소유권
제도는 통반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이장에게 허가 받는다). 건축 용재 및 선박건조(48%)를
위해 도벌이 행해지고 있었고 산불의 주요원인은 담뱃불(25%) 화전(17%) 자연발화(1.01%)로 조사
되었다.

비고

이탄지 조사는 2015년 2월 11일~17일까지 1차 본조사, 2015년 2월 26일~ 3월 9일까지 2차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탄 토양 내 탄소 축적량을 산정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었으며 44개의 표본점
을 조사표본점으로 선정했다.
각 표본점마다 지표에서 일반토양의 경계선까지 드릴링을 하여 이탄지의 각 층마다 토양 시료
채취를 실시하였다. 토양 시료는 가비중과 탄소함량의 측정을 위한 것이다. 이탄 깊이는 이탄지
드릴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또한 보조 데이터로 이탄 토양의 형태학적 데이터도 수집했는데 토양
층의 경계, 색, 성숙도(입자 크기 구성)가 포함된다. 토양층 경계, 색과 성숙도 같은 데이터들은
현장에서 측정했고 입자 크기의 경우 실험실에서 다시 한 번 분석했다. 대상지 전체의 이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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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장량을 산정하는 데에는 이탄지 깊이에 따른 구역별의 탄소 저장량을 더하는 방법을 이용
했다. 각 구역별 탄소량은 해당 구역 내 각 층별 탄소 저장량을 더하여 구했다.

Addtionality ; 추가성은 여타 사업에 비해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수익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추가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계획된 산림전용 면적 탄소 축적 변화량, 전용 활동(화석 연료, 비료 사용

조사결과 전체 프로젝트 대상지 이탄 토양에는 87,184,841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깊이(m)

면적(ha)

탄소 축적량(ton)

비

고

등)을 이용하여 연간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프로젝트 배출량은 현재 대상지 산림을 그대로 보호
하기 때문에 전용 활동 및 유효한 배출량 없음으로 정했다.

합계

14,722.90

87,184,841

3-5

363.73

665,862

4-5

233.43

514,029

5-6

236.76

568,261

6-7

402.45

1,432,511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탄소배출권 예상량)은 24,818,877.73tCO2e이다.(Risk buffer 15%적용 시

7-8

1,251.69

7,782,137

22,522,825.64tCO2e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간 탄소 축적량 차이 X 85% + 전용 활동에 의한 배출량)

8-9

4,683.08

19,672,379

모니터링 항목은 지상부 입목 이산화탄소 축적량, 지상부 비입목 이산화탄소 축적량이며 모니터

방법론상 의무적인 누출(leakage) 고려 대상은 활동 변경이지만 TBS 산림경영구의 장기 경영
계획상 프로젝트 지역의 용도 변경 예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누출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순

9-10

2,516.67

11,270,178

링 계획은 위성 이미지 분석과 현장조사 모두 실시하며 위성 이미지 분석에는 데이터 수집,

10-11

3,366.68

18,771,055

전산처리, 2차 데이터 수집, 이미지 층화, 현장 확인, 정확도 평가, 결과 도출 과정이 포함된다.

11-12

1,301.43

7,628,884

12-13

363.05

9,026,815

13-14

3.93

9,852,730

현장 조사는 지상부 바이오매스 63개 조사 플롯에서 VCS와 인도네시아의 “국가 인벤토리 활동”
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한다.

2. PDD 작성
REDD+ 프로젝트 개발과 이행은 인도네시아 이탄지의 지속 가능성과 산림 전용 방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림지로 전용을 방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프로젝트 대상지 전체가 이탄 습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탄 깊이가 5~12m에 달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2차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531,276Ha의 TBS 산림경영구 면적 중

PDD는 현재 VCS 파이프 라인에 접수되어 검증 기관인 SCS Global Service가 검증 중에 있으며
SG컨소시엄은 2016년 12월까지 VCS 등록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Preserving Peat swamp
Forest through REDD+ Activity in Kampar Peninsula Riau-Indonesia; www.vcsprojectdatabase.org;
현재 under Validation).

355,848Ha에 17개 회사의 조림 허가가 발급되어 있으며, 투자 분석 결과 국유림의 상업적 조림지
나 농장의 개발이 가장 좋은 투자 선택 안이라고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 지역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산림 전용의 위험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PDD 방법론은 VM0007 v1.5이며, APD(Avoided Planned Deforestation)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고려범위는 지상부 바이오매스 축적량, 지하부 바이오매스 축적량, 이탄
분해에 의한 배출, 배수에 의한 배출, 화석 연료 및 비료 사용에 의한 배출이 있다.
전문가 초청 워크샵(서울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산림지역이 조림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프로젝트 시나리오는 자연
산림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며 연간 산림 전용면적은 1,037.94Ha, 총 14,546.19Ha으로 추정했다.

착수보고회(뻐칸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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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결정(자카르타)

지상부 바이오매스 사전조사

용역중간보고

용역최종보고

맺는말
한·인니 FMU/REDD+ 협력 사업단은 행정문화가 빠른 한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기한 내 소정의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연구 용역 사업” 발주에도 한국 측에서 직접 예산 집행을
감시하여 타 프로젝트 보다 조기 추진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현장 사무소의 산불 감시원을
작업단화 하여 예산 절감 및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두었다.
사전 조사 표시 광경

사회경제조사

금후 개선 방안
지방정부가 REDD+ 사업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3년 후반기에서 2015년 12월에 이르는 2년 3개월 동안 리아우 산림국장이 3회, TBS
산림경영구 소장이 3회 교체되었다. 이 경험은 지방정부 관계자의 역량과 협력 태도가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했다. 유의한 지방정부 관계자(컨텍 포인트) 지원 여부가
중요하다.
비용보다 역량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선발, 조직하여 진행 할 필요가 있었다. 사업자(사업단,

이탄지 조사

지상부 바이오매스 본조사

산림부 계획국(PEA), 지방산림국)에 REDD+ 전문가가 없었다.
양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도 사업단이나 용역의 구성은 분명한 업무 분장과 심플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일의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본 사업단은 양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코디렉
터가 동급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었고, 용역도 2개의 인니대학, 1개의 한국 대학, 1개의 인니 회사,
1개의 한국계 업체 및 여러 전문가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으나 단 기간에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복잡한
조직 구조였다.

현장조사 숙소

PDD작성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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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이나 예산 집행 계획을 현지(인도네시아) 실정에 맞게 수립되었을 때 성공 가능성,
실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사업이 지속된다면 산림경영구내 사업실행조직구조 및 이해관계자 협력, 배출권
수익 분배, 갈등해소를 추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실행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목재바이오매스 시범 조림사업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
- 힘찬 도약, 활기찬 비행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가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새 기후
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최종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

녹색사업단 인도네시아 법인 제공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내용의 감축목표(INDC)를 제출
했고 인도네시아는 배출 전망치 대비 국내 감축량 29%(국제지원 감축량 41%)를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한 이 합의 후 각국은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국이 목표한 수치는 다르나 한편으로는 공동의 목표이기도 하다.
한·인니 양국 모두 그동안 REDD+ 사업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산림협력의 지혜와 전문성을
더해서 이 과제를 잘 해결 해 나가면 양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양국
협력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녹색사업단은 2013년 4월 30일 영림공사와 스마랑 국유림 내 500ha에 대한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MOU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5년 12월까지 1,000ha의 목재바이오매스 순환림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2년 간 1,000ha 추
가 조림을 통해 2,000ha의 시범조림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1차적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기존 산업조림과는 달리 본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벌기령이 2~3년으로 상당히 빠르고 혁신적
인 단벌기 맹아 갱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에 적합한 생장이 빠른 수종을 선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조림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적지적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녹색사업단은 스마랑 목재바이오매스 양묘장 내에
이러한 수종의 적합성 시험을 위한 소규모 시험구를 2015년 1월 조성하여 각 수종의 생장량 모니터
링을 수행하고 있다. 녹색사업단 주요 조림 수종인 글릴리시디아 이외에 인니 산림환경부에서
추천하는 깔리안드라, 람또르, 생온과 일반적인 산업조림 수종으로 알려진 아카시아 망기움, 유칼
립투스 펠리타, 자본메라와 뜨룸부시 등 8개 수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글릴리시디아의 생장이

<< 참고자료 >>
한기주 외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이행 가이드라인, KFRI, 2013
이성환, <한·인니 FMU/REDD+ 공동 사업단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2016
Daru Asycara, Steffi Hakim <KI FMU/REDD+ 공동 사업단 최종보고서>, 2015
SG컨설팅, <REDD+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용역 보고서>, 2015

다른 수종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났으며(두 번째로 생장이 우수한 자본 보다 2배 이상 빠른 생장을
보임), 현 목재바이오매스 대상지인 스마랑 국유림에 가장 적합한 수종인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또한, 본 결과를 바탕으로 ’16년도 신규 조림지에는 단일 수종 식재에 따른 미래 잠재적 위험요소로
써 대규모 병해충 피해 발생에 대처하고자 1~2ha 규모의 기타 수종 시험조림을 통해 대체수종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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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목재바이오매스 주요 수종별 생장량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수종 적합성과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조림목의 벌채시기 예측을 위해 보다 정확한 생산량

<표 3> 바이오매스 추정식 정확성 검증 결과

추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이다. 더욱이 기존 산업조림 수종과는 전혀 다른 수종 조림을 통해
수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적정 벌채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또한 이러한 추정식의 정확성 보정을 위해 소규모 시험벌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추정식을 통해

하다. 녹색사업단이 올해 2013년도 조림지 200ha에 대한 벌채를 목표로 하는 가장 큰 이유 및 그

예상된 생산량과 실제 벌채량 사이에는 0.2톤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과대추정이 아닌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식재 후 매 분기별 지속적 생장량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착수 시 고려하였던

과소추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단벌기 맹아 갱신림의 생산량 추정에 있어서 적정 벌기령 예측식

ha당 100톤 생산량의 적정 벌채시기가 32개월 후 도달할 것이라는 추정식의 예측에 있었다(표 2).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시사하였다(표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사업단은 2016년 8월을 시작으로 200ha에 대한 시험 벌채를 추진할
예정이다(표 4). 본 시험 벌채를 통해 바이오매스 추정식 및 적정 벌채시기 예측식에 대한 정확성
및 정밀성을 대규모 면적 단위에서 검증하고, 목재바이오매스 가공을 통해 국내 발전사에 공급하
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큰 그림의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큰 그림을 완성하고자 녹색사업단은 동서발전, 영림공사와 현재 수
행 중인 시범사업을 넘어 1만ha의 대규모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지 확대와 연간 25만톤 규모의
목재바이오매스 생산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3자간 협력 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 중이다. 또한, 본 사업이 단순한 양국의 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을 넘어서 민간 부분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 기업들의 참여 역시 개방한다는 방침을

<표 2> 직경별 생산량 추정식(왼쪽) 및 적정 벌채시기 예측식(오른쪽)

가지고 있다(표 5). 녹색사업단은 이러한 사업 모델의 성공을 통해 민간의 조림사업 활성화 및 임
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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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임업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사양 산업인 동시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산업이다. 녹색사업단은 우리나라 60~70년대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했던 임업을 다시 한 번 꽃
피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사업단이 시범사업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힘든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임업분야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 같이 힘차게 도약하고 활기차게 비행하는 날이 다시 한 번 펼쳐지길 기원
하는 바이다.

<표 4>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 ’16년도 벌채 및 향후계획

<표 5>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확대를 위한 향후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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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은 녹비로도 활용이 되지만, 주로 가축 여물(염소, 소)로 이용된다. 평균 비중은 0.5∼0.8 (생온의

목재바이오매스 수종 글릴리시디아에 대하여
- 가축 사료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연료까지 -

경우, 0.3∼0.5), 발열량은 4,400∼4,900kcal/kg으로 석탄(1등급 : 5,200∼5,380kcal/kg)과 견주어도
될 만큼 높은 발열량을 지니고 있다. 글릴리시디아는 울타리용, 연료용, 황폐지 복구 등에 주로
활용되지만, 근래의 경우 인니(녹색사업단), 스리랑카(스리랑카 에너지부) 및 피지(한국 Gimco 사)
등에서 높은 발열량을 이용하여 발전용 연료로 글릴리시디아를 조림하고 있다.
녹색사업단과 영림공사에서 중부자바 스마랑 지역에 조림한 글릴리시디아의 연평균 임목 생장량

이창배 녹색사업단 인도네시아 법인장

은 40㎥/ha/년으로 보통 열대림의 연평균 임목 생장량을 25㎥/ha/년으로 고려할 때, 글릴리시디아는
다른 열대 수종에 비해 약 1.5배 이상 빠르게 생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글릴리시디아 수종 개요
글릴리시디아 학명은 Gliricidia sepium 이며, 인니 현지인들은 Gamal로 부르고 있다. 토양 내

2. 글릴리시디아 양묘 및 조림방법

질소 고정이 가능한 콩과 식물이며, 원산지는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 열대건조림(tropical dry
forest)이다. 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분포 지역은 카리브해
지역, 중앙 및 남아메리카 남부, 중앙 아프리카 및 인도, 동남아 지역이다. 글릴리시디아는 pH
4.5∼6.2의 산성 토양에서 생장이 좋지만, 중앙 아메리카 및 멕시코의 화산토양과 이 외 지역의
사질, 점질 및 석회질 토양에서도 생장이 가능하다.

<글릴리시디아 양묘목>

<글릴리시디아 묘목 - 조림지 출하 직전>

글릴리시디아의 양묘는 유성번식(실생묘) 및 무성번식(삽목)으로 나뉠 수 있다. 실생묘 양묘는
출하 전 묘목을 생산하기까지 4개월(16주)이 소요되며, 발아상 조성, 종자 선별(수선법), 파종(산파),
해 가리기 작업, 발아(3~7일 내), 발아떡잎 폴리백 이식 및 묘목 양성(관수, 병충해 작업, 단근작업 등)
<글릴리시디아 잎>

<글릴리시디아 줄기>

순으로 시행된다. 삽목의 경우 3개월(12주)이 소요되며, 삽수채취, 삽수선별(직경 1.5cm~2cm, 길이
15cm), 폴리백 식재, 묘목 관리(관수, 병충해 작업, 필요시 시비작업 등) 순으로 시행된다. 폴리백은

해발 0∼1,600m, 연평균 강수량 600∼3,500mm 범위 내의 지역에서 생장하며, 수고는 최대 15m

주로 12×18cm 규격을 사용하며 배양토의 경우, ① 7(유기질 토양) : 3(우분) 및 ② 5(Sekam : 벼껍질

직경은 최대 30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한다. 녹색사업단에서 스마랑 지역에 조림한 글릴리시디아

을 태운 것) : 3(우분) : 2(유기질 토양)로 섞어 주는 방법이 있다. ①의 경우 양성된 묘목 및 폴리백의

조림목 26개월 생의 경우에 평균 수고 4.3m, 평균 직경 4.0c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릴리시디

무게가 440g, ②의 경우 140g 이내로 나타난다(1/3 수준으로 경량화 가능). 두 가지 방법에서, 최종

아는 유성 및 무성 번식이 가능하다. 특히, 종자의 경우에 별도의 처리 없이 조림지나 양묘장 묘목

출하 전의 양묘목 생장(길이 45cm, 뿌리 12cm)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②의 방법을 활용

양성 용기에 직파(direct seeding)하여 생장할 수 있으며, 삽수를 이용한 무성 번식의 경우, 식재 후

할 시 양묘장에서의 양묘목 출하작업 및 조림지내 묘목 운송작업이 보다 수월해 질 수 있다.

2주 이내에 빠른 뿌리 생장을 통해 활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속성 삽목종(quick stick)으로 불리
기도 한다. 수피는 짙은 갈색이며, 잎은 우상복엽이다. 건기가 되면 낙엽이 지고, 꽃이 개화한다.

글릴리시디아의 조림은 삽수 식재와 양묘목 식재, 그리고 종자 직파(direct seeding)방법을 이용할

그래서 보통 종자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기간(인니의 경우 9∼10월)에 채집하게 된다.

수 있다. 삽수의 경우, 채수포를 조성하거나 조림지 주변의 자생목을 활용하여 길이 1m이내,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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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cm의 규격으로 채취한다. 삽수 하단은 사면으로 만들어 토양과의 접점을 높여 발근(뿌리 내림)
을 촉진하도록 한다. 보통, 식재는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10월 초 또는 중순)에 토양이 20cm 깊이로
물을 흡수할 경우에 식재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삽수를 식재할 때 토양에 15~20cm 깊이로 식재되도록
한다. 토양에 돌이 많은 경우, 삽수 하단의 보호를 위해 괭이 등을 활용하여 식재될 곳을 부드럽게 해

산림조합 인도네시아 CSR 활동

주어야 한다. 인니에서 파악한 삽수 식재 적기는 10월 초~11월 초, 3월 말~4월 말이다. 우기 시즌인 12
월~익년 2월은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삽수를 식재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삽수 하단이 썩을 확률이 높아진다.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법인 제공
양묘목은 괭이 등으로 식재혈(30×30×30cm)을 조성하고, 폴리백을 뜯어 식재혈에 식재하면 된다.
식재 적기는 묘목 식재 후 충분한 수분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강수량이 많아지는 시점(11월 중순~2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대한 이해

말)이 좋다. 종자 직파의 경우, 우기 초기(10월 초~11월 말) 또는 우기 말기(2월 말~3월 말)에 심는다.

CSR 활동은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

옥수수를 파종할 때 활용하는 대나무 대 등을 이용하여 식재혈(3×3×3cm)을 조성하고, 한 식재혈에

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3~5립의 종자를 뿌린 후 흙으로 얇게(0.5~1cm 이내) 덮어준다. 종자 직파는 직파 전에 조림지가 깨끗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

하게 정리되어야 하며(잡초가 없는 지역), 조림지 내 임도가 단절된 곳이나, 묘목 운송이 어려운 곳에

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심는 것이 좋다.
CSR 활동에 대한 개념은 아래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제1단계는 고용 창출, 재화 공급 등 경제적 책임
- 제2단계는 세금 납부, 회계의 투명성 등 법적 책임
- 제3단계는 환경 경영, 제품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윤리적 책임
- 제4단계는 사회 공헌 활동, 문화 교육·체육 등 다양한 사업외적 활동 지원 등 자선적 책임

산림조합의 인도네시아 CSR과 사회 공헌 활동
산림조합은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목표로 국내외에서 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법인(PT.KIFC)을 통해 위 제시된 4단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사업실행과 연계하여 사업 지역 내 지역주민은 물론 관련 분야 전공자의 고용창출과, 조림사업
실행 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자재나 시설 등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근로 의무 이행과, 각종 신고·납부, 투명한 회계처리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임업동향에 소개하고자 하는 산림조합의 CSR 활동은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이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관계 기관이나 기업들과 이러한
활동이 상호 공유되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CSR 활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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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인도네시아 법인 사업지역내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주민 한국 연수, 사랑의 옷
나누기, 학교 자매결연 행사, 지역주민 공동 시설 보수,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실행

- 기초 한국어 교육
- 산림경영, 산림토목, 조합(공동조직) 운영, 임산물유통 교육
- 산림조사, 임업기계장비 실습

지역주민 한국 연수

- 새마을운동 연수원 위탁 교육

인도네시아 내에서 진행되는 산업조림 대부분은 사업지에 수반되는 이해관계당사자인 지역

- 문화 체험, 현장 견학, 선진 산업시설 견학

주민과 유대관계가 필수적이다.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
력을 활용함으로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사업참여 방식이 가능하며, 뚬빵사리(Tump-

산림조합은 그동안의 연수성과를 평가하고 연수자들의 지역별 역할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수
프로그램을 보완함으로서 연수범위와 참여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ODA 사업과도

angsari)와 같은 Agro-Forestry 방식으로 생계형 지원 참여도 가능하다.

연계하여 특화된 자체 연수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림조합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식 계몽과 자립 기반 조성, 리더십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한국 산림조합 연수와 새마을운동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조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술 학습, 사례 견학, 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업이나 사업지로 복귀한 후 리더로서 역할과 주변 계몽 활동을 유도하여 점진적인
동화작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합작조림지내 산불예방이나 민원 발생을 줄이고 현지 지역주민과의
유대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안정적 조림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과 한국 새마을운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산촌주민에 대한 연수는 200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1명이 참여
하였다. 초기에는 합작자인 Perum Perhutani(영림공사)만 참여하였으나 산림조합 연수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효과가 알려져 참여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연차별 연수 현황
연도별
연수인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명

10명

17명

15명

14명

15명

Perhutani

Perhutani

Perhutani
KIFC
Korindo

Perhutani
KIFC
Korindo

Perhutani
Korindo

Perhutani
InhutaniⅡ
Korindo

참가기관

◆ 연수기간 : 2주
◆ 주요 운영 프로그램
- 한국 문화와 한국의 산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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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매결연 행사
산림조합은 조림사업지 인근 학교나 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숲 교육이나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도심의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산림이나 임업분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어려서부터 숲, 산림, 나무의 역할과
가치, 중요성 등을 알게함으로서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진출 시 다른 분야
와의 연계와 역할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다지는 학교 자매결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운영 프로그램
- 나무와 산림에 대한 교육

사랑의 옷 나누기

- 한 학생 한 나무 갖기 식재행사

산림조합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입지 않는 옷이나 신발, 모자 등 의류와 가정에서 쓰지 않는

- 학교 시설보수와 책걸상, 학용품, 운동기구 지원

물건을 모아 사업지역 내 산촌주민조직에 기부함으로써 자원절약을 통한 녹색환경운동 및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사랑의 옷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미래에셋과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며, 1만벌의 옷을 모아 Purwakarta, Bogor, Banten, Sumedang, Indramayu, Majalengka 등 6개 KPH 지역 산촌주민에게 전달하였다.

- 화단 가꾸기, 체육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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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의료,
교육 용품 지원

Chapter Ⅲ

포스코대우 인도네시아 법인 제공

- 26일,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함께 의료, 교육용품 지원
- 현지 보건소 및 초등학교 운영 여건 개선 지원
포스코대우(대표이사:김영상)는 26일,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서
현지 보건소와 초등학교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및 교육용품 지원사업 을 실시하였다.
포스코대우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파푸아주 머라우케 울릴린 지역 소재의 보건소에 초음파기,

산림청 출입기자단 방문 기사 모음

혈액분석기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느가라(SD Negara BIA-1) 초등학교에는
컴퓨터, 밴드부 악기 등 교육용품을 기증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교육 환경을 제공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6년 통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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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산림자원 선점하는 한국···조림부터 신기후 대응까지

이번 지원사업이 실시된 파푸아 머라우케 울릴린 지역의 보건소와 느가라 초등학교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포스코대우가 현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을 짓고 현지에 기부한

산림청,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모델숲’ 조성···생태체험
교육 · 휴양문화 전수

시설이다.
강의환 포스코대우 PT. BIA 법인장은 “의료, 교육용품 지원을 통해 파푸아 머라우케 울릴린

산림청,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모델 조성 중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향후 방과 후 교육 지원 및 의료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파푸아 지역에 정기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국의 자연휴양림 옮겨놓은 듯···온몸이 상쾌

포스코대우는 현재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서 팜오일 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안면기형 어린이 수술 지원, 우즈베키스탄 안질환 환자 수술 지원 등

산림강국 인도네시아에 심어진 희망의 나무···해외 산림
사업 현장을 가다

전세계 각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소한 국토, 해외조림 최적지 ‘인니’진출로 극복
‘임업도 과학경영’ 印泥코린도 조림지를 가다
‘나무 노다지’캐는 인도네시아 조림 현장을 가다
생육 속도, 천연림 100배···6년이면 벌채 가능

산림청 출입기자단 방문 기사 모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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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산림자원 선점하는 한국…조림부터
신기후대응까지
뉴시스 제공

【빵갈란분=뉴시스】김양수 기자 = 인도네시아 빵갈란분 지역에 조성된 조림지에서 벌채 작업이 한창이다.
나무가 베어진 뒤 벌채지에 새로운 묘목을 심는데 2개월이면 충분하다. 2016.03.09

한-인니 조림산업의 규모와 모습
완전한 열대성 기후에 일년 내내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인도네시아는 산림산업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중 하나다.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산림황폐화가 심각해 최근 기후
체제대응 문제로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난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인니는 산림자원 확보 및
탄소배출권 선점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니를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의 발길
이 이어지고 여기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우수하게
복귀한 경험이 있는 산림녹화 선진국으로 기술경쟁력에서는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는다. 오기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인니 산림센터의 오기표(왼쪽) 한국센터장과 수겅 마르수디마르토(Sugeng
Marsudiarto) 인니 센터장.
【자카르타=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림에 최적화된 기후조건과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한국
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나무가 성장합니다."

한·인니 산림센터 공동센터장은 "이미 인니와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탄지(Peat Land)의 산림 황폐화를 막고 지역민의 생계활동을 증진을
위한 RED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부터 해외조림산업에 진출
을 시작해 14개국에서 39만9068㏊를 조림했다. 지난해만 16개 기업이 8개국에서 모두 4만1531㏊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만난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 수겅 마르수디마르토

조림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만5456㏊와 비교할 때 1만6075㏊가 증가한 수치로 4년새 63.6%가 증

(Sugeng Marsudiarto) 공동센터장이 소개한 인니 조림산업의 장점이다. 자카르타 도심에서 차량

가했다. 지난해 인니에는 한국 또는 한국인기업 11개사가 진출해 3만7247㏊의 조림실적을 보였다.

으로 10여분 가량 벗어나면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건물이 나온다. 한인니 산림센터는 이곳 산림

지난해 전체 해외조림 4만1531㏊의 90%에 육박하는 수치로 해외조림사업에서 차지하는 인니의

환경부에 들어서 있다. 산림환경부 중앙건물 앞편으로 자리 잡은 별관에 위치한 한·인니 산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진출기관 중에는 기업들 이외에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

센터는 양국 산림외교의 랜드마크다. 수겅 센터장에 따르면 인니는 한국에 비해 최대 10배 가량

산하기관은 녹색사업단이 있다. 한국 산림청은 지난 2011년 인니 현지에 한·인니 산림센터를

나무가 빨리 자란다. 이는 벌기령이 60년인 소나무가 인도네시아에서 조림이 가능하다면 원목

설치해 현지 진출기업과 기관들을 돕고 한국의 선진산림문화기술을 전수하는 등 양 국간 산림

생산 기간을 6~7년으로 단축시켜 생산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이

외교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한·인니 산림센터와 현지 진출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인니를 눈여겨 본 이유다.

한국의 해외산림조림 현황 및 성과, 미래방향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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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외교 헤드쿼터 '한인니 산림센터'
인니는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산림환경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앙부처 중 하나라는게
현지 관계인의 설명이다. 산림환경부에 자리 잡은 센터는 양국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장은
두 나라에서 공동으로 맡고 있어 한국에서는 오기표 전 산림청 부이사관이 2년 전부터 공동센터
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기표 공동센터장은 "한국 산림청과 인니 산림부가 각 50만㏊ 산업조림
과 20만㏊에 이르는 목재바이오 에너지 산업육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조림허가 및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면서 "이 곳 센터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돕고 인니의 산림생태 및 휴양관광자
원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니 센터는 이처럼 양국 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지 내 조림산업을 돕고 있다. 또 산림협력사업 촉진 및 지원, 감독과 평가를 하고 있으며 양국 간
산림협력사업의 역량강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한·인니 산림포럼 등 의제제안과 합의사항
실천을 구체화하고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기도 하며 현지인들의
수익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인니 방문 때 이뤄진 양국간 '산림

【센툴=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시간 가령 떨어진 센툴 지역에 조성된 ‘센툴 생태
교육 모델 숲’. 약 630㏊의 국유림 안에 2013년 7월 문을 연 이 모델숲은 한국의 산림생태
교육 전수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한-인니 간 산림 협력사업의 성공 모델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델 숲 안내판과 교육시설의 모습.2016.03.08.

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약정'에 따라 한국의 선진 산림휴양 문화도 인니에 전수하고 있다. 실제로
롬복 뚜낙 지역에 한국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 산림휴양림 건설을 추진, 이미 설계를 완료
했고 현지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휴양림기술 전수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녹색사업단과 산림조합중앙회

교육도 매년 3회씩 실시중이다. 지난 2013년에는 센툴지역에 한국의 기술과 예산으로 생태모델

한국과 인니의 산림협력은 한국남방개발㈜가 해외투자 허가 1호를 받아 남부 깔리만탄에 진출

교육 숲을 건설해 인니 영림공사와 한·인니 산림센터가 공동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한국의

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코린도 등 30여개 기업이 인니 현지에서 열대림을 개발해

선진 녹화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기숙시설이 있어 연간 5000여명이 방문교육을 하는

왔거나 개발중이다. 한국이 인니 정부로부터 획득한 조림면적은 모두 70만㏊에 이른다. 기후와 지

인니의 산림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우수 종자를 개발하고 육종연구가 이뤄지는

리적 여건이 조림산업에 적합치 않은 한국은 이를 극복키 위해 녹화기술을 선진화시켜 현지에서

룸핀 양묘장의 운영지원, 양국간 민간산림교류 지원 등도 한·인니 산림센터의 몫이다.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공공

한·인니 산림센터는 양국간 산림협력의 실질적 거점역할을 하면서 민간기업의 현지 경쟁력강화

기관인 녹색사업단과 산림조합중앙회도 국내 목재소비량 충족을 위해 인니에 발을 들여놨다.

지원은 물론 산림복지문화 현지 전수 등 다양한 산림외교 창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이창배 녹색사업단 인니법인장은 "지난 2011년 인니 영림공사와 바이오매스 조림 및 목재펠릿

열대림보호와 지속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후변화대응(REDD+사업)도 진행해 하드웨어를 완료

가공에 과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2년 후에 스마랑 지역 국유림 500㏊ 내에 목재바이오매스 시범

하고 오는 6월 한·인니 양자간 최종회의를 열어 시스템을 인니 산림부에 이양할 방침이다.

조림을 시작했다"고 연혁을 소개했다. 현재 녹색사업단은 3년간 500만본의 나무를 심어 1000㏊를

REDD+는 열대림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산림감소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산림을

조림했고 올 8월 약 200㏊에서 벌채를 시작한다. 벌채되는 나무들은 약 32개월간 키운 나무들로

잘 관리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에 선진국이 지원하는 산림보전 체제로 탄소저감량은

2만여t이 생산돼 전량 동서발전에 납품될 예정이다. 이 법인장은 "식재한 나무들은 단벌기 맹아갱

곧 탄소확보권과 연결된다. 한국은 인니에 약 300만 달러를 지원, 리아우주 시악지역에서 REDD+

신림으로 벌기령이 3년인 나무들이다"며 "향후 1만㏊까지 조림면적을 확대할 예정이고 2024년이

사업을 수행해 이탄지 수위측정 시설설치와 산불피해지 복구,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의 활동을

면 약 22만5000t의 원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녹색사업단은 양묘장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연간 91만t 가량의 탄소를 저감, 연간 143만 달러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과 훈련센터 등도 만들었고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녹색사업단 보다 한발 앞서 지난 2009년 자바주에서 조림을 시작해 현재 자바주에 8424㏊, 칼리
만탄에 1만3300㏊를 조림했다. 올해 서부자바주 푸르와카르타 295.52㏊에서 7년간 생장한 나무
의 벌채를 시작한다. 약 88㎥의 생산량을 기대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62.194원/㎥으로 이는 7년
간 연평균 투자수익율로 따지면 12%에 이르는 수치다. 윤경일 산림조합중앙회 인니법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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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최대 10㏊에 속성수와 장기수, 고무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조림사업
경영능력과 주민협력사업을 탄탄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후 임산가공산업까지 진출해
100% 단독경영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미래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법인장은 또 "인니는 벌채한
장소에 새 나무를 식재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한국의 1/10
수준이다"며 "조합은 인니 현지에서 조림지 허가권을 지속·확보하고 조림과 생산, 소비자까지

산림청,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모델숲’ 조성…
생태체험 교육·휴양문화 전수

전달하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목재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경향신문 제공
산림청의 해외 협력 사업이 산림 강국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센툴지역 630㏊의
국유림 안에 2013년 7월 문을 연 이 모델숲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산림 협력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산림청은 2011년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와 현지에 ‘한·인니 산림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의 생태
교육 모델을 전수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의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투입해 이 숲을 조성했다. 2년6개
월의 조성 공사를 거쳐 교육·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생태교육 모델숲이 개장했고, 지난해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 확충 공사가 완료됐다. 현재 이곳은 현지 학생 등 연간 5000여명이 방문하는
산림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생태교육을 통해 산림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산림분야
협력 증진으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양국의 의지가 그 조성 배경에 담겨있다.
한·인니 산림센터는 2013년 양국이 체결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약정’에 따라 한국의
산림휴양 문화를 현지에 전수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본격화돼 2018년 완공될 예정인 롬복
섬 뚜낙 지역의 휴양림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센터는 8억원의 공적개발원조자금으로 뚜낙
지역에 휴양센터와 생태교육체험장, 나비생태관 등을 갖춘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기표 센터
장은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현지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돕는 동시에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할 수 있는 공적개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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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0여명이 방문하는 산림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모델 조성중

한·인니 산림센터는 2014년 양국이 체결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렵 약정’에 따라 현지에
한국의 산림휴양 문화를 전수하고 있다. 양국은 생태관광을 활성화시켜 현지 주민들의 소득 창출
및 자력 생존을 돕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휴양림을 조성해 공적개발 모델을 만드는

자카르타 경제신문 제공

△센툴 숲 사진 = 구글

산림청의 인도네시아 산림 협력 사업이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이 그 예이다.
산림청은 2011년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와 현지에 ‘한·인니 산림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에
는 한화 4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한국의 생태교육 모델을 전수하고 있다. 2년 6개월이 걸린 이번
공사현장에는 교육, 전시관 그리고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생태교육 모델숲이 개장됐다. 현지 학생 등

목표로 함께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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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인도네시아, 운영 노하우는 한국
산림청은 2011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센터장 오기표)를 설치했다. 이후

“한국의 자연휴양림 옮겨놓은 듯…
온몸이 상쾌”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약정’을 체결해 우리나라
산림 휴양 문화를 현지에 전수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은 대표적인 사례로

‘산림청 해외산림협력 현장’ 印尼 센툴을 가다

4억5000만 원의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투입해 교육·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생태교육 모델
숲을 개장한 것. 이곳에는 현지 학생과 직장인 등 연간 5000여 명이 방문하는 산림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동아일보 제공

센터는 또 2018년 완공 예정으로 롬복 섬 뚜낙 지역의 휴양림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8억 원
의 예산을 들여 휴양센터와 생태교육체
험장, 나비생태관 등을 짓기 위해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 이 밖에 우수 종자를
개발하고 육종연구가 이뤄지는 룸핀 양
묘장의 운영지원, 양국 간 민간산림교류
지원 등도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의
몫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녹색사업단의 활동도 활발하다. 녹색
사업단은 국유림을 관리하는 인도네
시아 공기업인 영림공사와 ‘바이오매스
조림과 목재펠릿 가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스마랑 지역 국유림
내에서 2000ha 시범 조림사업을 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11년부터 현

△ 국내에서 지원한 인도네시아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에서 오기표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장(왼쪽에서 두 번째)

지에서 조림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현

이 현지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 2만1834ha의 조림면적을 보유하고,

자카르타=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현지 회사와 합작사업 방식으로 임산
가공산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8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버스로 1시간가량 달려가 도착한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오기표 센터장은 “생태관광을 활성화

한적한 마을 끝자락에서 개울 건너 숲속으로 들어서자 마치 우리나라 국립자연휴양림과 비슷한

해 현지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돕는 동시

모습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입구 안내판은 물론이고 전시관, 교육실, 숙박시설, 게양대에 태극기가

에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인도네시아 국기와 함께 나란히 걸려 있었다. 우리나라 산림청이 해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대
국유림 630ha 일부에 2013년 7월 조성한 생태교육시설이다. 한국-인도네시아의 산림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중부지역에 있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
의 조림사업지. 서울시 면적의 1.5배보다 넓은 규모로 속성된
나무를 이용해 현지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있는 공적개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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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기업 지원 및 국내 목재수입 다각화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림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그린 전쟁(Green War)’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해외 조림산업에 진출해 14개국에서 39만9068ha를 조림했고 지난해에만 16개 기업이
8개국에서 4만1531ha를 조림했다. 특히 지난해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또는 한국인 기업 11개사가
진출해 3만7247ha의 조림실적을 보여 해외 조림의 90%에 육박할 정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산림강국 인도네시아에 심어진 희망의 나무’
…해외 산림사업 현장을 가다

섬의 중부 칼리만탄 팡칼란분 지역. 자카르타 공항에서 1시간 반 비행을 거쳐 도착한 뒤 다시 스포
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2시간가량 달려가자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조림지가 나타났다.

경향신문 제공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사업지다. 해발 425m의 전망대에 오르자 그제야
사방으로 보이는 조림지는 9만4384ha. 서울시 면적(6만528ha)보다 1.5배가량 넓다. 그야말로 육안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중부칼리만탄 빵갈란분 지역. 지난 9일 오후 공항에 내려 1시간 30분

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규모로 코린도는 이곳에 아카시아 망이움과 유칼립투스 펠리타, 자본 메라

가량 차를 타고 이동하자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드넓은 조림사업지가 눈 앞에 펼쳐쳤다. 인도네시아

등을 심어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김영철 코린도 조림본부장(56)은 “국내 조림비용이 ha당 450만

현지에 있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KORINDO)의 조림본부가 자리한 곳이다.

∼500만 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조림비용은 110만∼120만 원으로 운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성이 높다”며 “이는 낮은 국내 목재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

조림지 내 전망대에 올라서자 광활한 숲이 한 눈에 들어 왔지만, 여전히 그 끝은 짐작키 어려웠다.

적인 목재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해외 산림자원

코린도는 1960년대 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현지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투자회사다. 인도네시아

개발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내 산림자원의 공급,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국제적 대응과

진출 초기 현지에서 미지의 열대림을 개발해 원목을 수출하던 코린도는 1998년 인도네시아 정부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분야”라며 “국내 기업들도 해외 투자에 대한 막연한

의 허가를 받아 빵갈란분에서 조림사업에 뛰어들었다.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산림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은 조림면적은 모두 9만4384ha. 이
자카르타=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가운데 현재 식재면적만 전체 6만7200ha로, 이미 서울 전체 면적(6만528ha) 보다 넓은 규모의 땅에
서 조림사업이 진행 중이다. 코린도는 이곳에 아카시아 망이움(Acacia Mangium)과 유칼립투스
펠리타(Eucalyptus Pellita), 자본 메라(Jabon Merah) 등을 주요 수종으로 심어 현지에서 직접 목재
를 생산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중부칼리만탄 빵갈란분의 코린도 조림사업지/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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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자원 확보·이윤추구·환경보호’…다목적의 해외 조립 사업

말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KODECO)를 시작으로 현재 10여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산업조림과

해외 산림자원 개발에 나선 조림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는 ‘기회의 땅’이다. 세계 3위의 열대

바이오에너지조림, 탄소배출권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진 조림사업을 펴고 있다. 이들 기업이

우림국가로 나무의 생장이 온대림에 비해 5배 이상 빠르며, 안정적이고 드넓은 조림지 확보가

1993년 이후 지난해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쌓아 올린 해외 조림 실적은 모두 29만6288ha로, 전 세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조림 비용이 1ha당 450만∼500만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현지에서의 조림

14개 나라에서 34개 국내 기업이 쌓아 온 전체 조림 실적(39만9068ha)의 74% 정도를 차지한다.

비용은 1ha당 110만∼120만원 정도로 운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성 역시 높다. 이는 낮은
국내 목재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해외 조림 사업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국내 목재수급 뿐 아니라 천연열대림 보호라는 현지
국가와 지구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천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대신
남는 땅에 목재 생산에 적합한 수종
을 심어 생산성을 높이고 천연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지 진출 초기 주로 열대림 개발에
힘쓰던 한국 기업들이 1990년대
이후 조림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배경에도 이런 이유들이 맞물려
있다. 김영철 코린도 조림본부장은
“현지 조림사업은 천연목의 수요 대
체로 열대림을 보호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하는 지속

△ 인도네시아 중부칼리만탄 빵갈란분의 코린도 조림사업지 내 양묘장 /이종섭 기자

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는 사업”
이라며 “현지 기업들은 조림을

최근 인도네시아에는 기업들 뿐 아니라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과 산림조합중앙회 등도 현지

통한 이윤추구와 천연열대림 보전

법인을 설립해 해외 조림사업을 펴고 있다. 녹색사업단은 국유림을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공기업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

인 영림공사와 ‘바이오매스 조림과 목재펠릿 가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스마랑 지

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 국유림 내에서 2000ha 시범 조림사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해부터 목재칩 생산을 시작,
국내 발전사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법인도 2011년부터 현지에서 조

△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중부칼리만탄 빵갈란분의 코린도 조림
사업지에서 김영철 조림본부장이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인도네시아, 해외 조림 사업의 74% 차지…“도전적 해외 진출 필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오랜 산림분야 협력에도 이런 환경과 양국의 이해관계, 대의적 명분
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조림사업과 목재가공, 조림사업 등의 다양한 산림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6년 50ha 산업조림 투자와 2009년 20만ha 목재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 협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1960년대

림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현재 2만1834ha의 조림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회사와의 합작
사업 방식으로 임산 가공 산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이상익 임무관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내
산림자원의 공급,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국제적 대응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해 가야 할 분야”라며 “국내 기업들도 해외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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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16개 기업이 8개국에서 모두 4만1531㏊조림했다. 이는 2011년 2만5456㏊와 비교할 때

“협소한 국토, 해외조림 최적지 ‘인니’ 진출로 극복”

1만6075㏊가 증가한 수치로 4년새 63.6%가 증가했다. 산림청과 녹색사업단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기업 외 기관들의 활동을 살펴본다.

산림청 · 녹색사업단 · 산림조합중앙회 등도 활발

News 1 제공

△ 한-인니 산림센터 오기표 공동센터장 ©News1

산림외교 창구 '한-인니 산림센터'
산림청은 2011년 인니 현지에 한-인니 산림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현지 진출기업과 기관들
을 돕고 한국의 선진산림문화기술을 전수하는 등 양국간 산림외교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유칼립투스 조림지 ©News1

기업 외 산림청 등 공공 기관들도 해외조림 최적지인 인도네시아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활발

인니에서 산림환경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앙부처 중 하나다. 산림환경부에 자리
잡은 센터는 양국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장은 두나라에서 공동으로 맡고 있다.

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기표 전 산림청 부이사관이 2년전부터 공동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기표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 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나무가 성장하는 열대우림 인니를 선점
하려는 세계 각국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공동센터장은 "한국 산림청과 인니 산림부가 각 50만㏊ 산업조림과 20만㏊에 이르는 목재바이오
에너지 산업육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조림허가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면서 "이 곳 센터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돕고 인니의 산림생태 및 휴양관광자원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난해 인니에는 한국인 기업 11개사가 진출해 3만7247㏊를 조림했다. 지난해 전체 해외조림

말했다.

4만1531㏊의 90%에 육박하는 수치다. 해외조림사업에서 차지하는 인니 비중을 실감케 하는 대목
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해외조림산업에 진출을 시작해 14개국에서 39만9068㏊를 조림했다.

한·인니 센터는 양국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지 내 조림산업을 돕고 있다. 또 산림협력
사업 촉진 및 지원, 감독과 평가를 하고 있으며 양국간 산림협력사업의 역량강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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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인니 산림포럼 등 의제제안과 합의사항 실천을 구체화하고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에 대응키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기도 하며 현지인들의 수익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인니 방문 때 이뤄진 양국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약정'에
따라 한국의 선진 산림휴양 문화도 인니에 전수하고 있다.
실제로 롬복 뚜낙 지역에 한국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 산림휴양림 건설을 추진, 이미 설계
를 완료했고 현지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휴양림기술 전수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매년 3회씩 실시중이다.
2013년에는 센툴지역에 한국의 기술과 예산으로 생태모델 교육 숲을 건설, 인니 영림공사와
한·인니 산림센터가 공동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한국의 선진 녹화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기숙시설이 있다.
△ 센툴지역 생태모델 교육 숲 ©News1

또 우수 종자를 개발하고 육종연구가 이뤄지는 룸핀 양묘장의 운영지원, 양국간 민간산림교류
지원 등도 한·인니 산림센터의 몫이다.

녹색사업단과 산림조합중앙회
이처럼 한·인니 산림센터는 양국간 산림협력의 실질적 거점역할을 하면서 민간기업의 현지
경쟁력강화 지원은 물론 산림복지문화 현지 전수 등 다양한 산림외교 창구를 해오고 있다.

한국과 인니의 산림협력은 한국남방개발㈜가 해외투자 허가 1호를 받아 남부 깔리만탄에 진출
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코린도 등 30여개 기업이 인니 현지에서 열대림을 개발해
왔거나 개발중이다. 한국이 인니 정부로부터 획득한 조림면적은 모두 70만㏊에 이른다. 기후와

특히 현지에서 열대림보호와 지속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후변화대응(REDD+사업)도 진행해
하드웨어를 완료하고 오는 6월 한·인니 양자간 최종회의를 열어 시스템을 인니 산림부에 이양할

지리적 여건이 조림산업에 적합치 않은 한국은 이를 극복키 위해 녹화기술을 선진화시켜 현지
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방침이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과
REDD+는 열대림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산림감소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산림

산림조합중앙회도 국내 목재소비량 충족을 위해 인니에 발을 들여놨다.

을 잘 관리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에 선진국이 지원하는 산림보전 체제다.
이창배 녹색사업단 인니법인장은 “2011년 인니 영림공사와 바이오매스 조림 및 목재펠릿 가공
탄소저감량은 곧 탄소확보권과 연결된다. 한국은 인니에 약 300만 달러를 지원, 리아우주 시악

에 과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2년 후에 스마랑 지역 국유림 500㏊ 내에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을

지역에서 REDD+사업을 수행해 이탄지 수위측정 시설설치와 산불피해지 복구, 산불진화장비

시작했다”고 연혁을 소개했다. 현재 녹색사업단은 3년간 500만본의 나무를 심어 1000㏊를 조림했

구입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연간 91만t 가량의 탄소를 저감, 연간 143만 달러의

고 올 8월 약 200㏊에서 벌채를 시작한다. 벌채되는 나무들은 약 32개월간 키운 나무들로 2만여t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돼 전량 동서발전에 납품될 예정이다. 이 법인장은 “식재한 나무들은 단벌기 맹아갱신림으로
벌기령이 3년인 나무 들이다”며 “향후 1만㏊까지 조림면적을 확대할 예정이고 2024년이면
약 22만5000t의 원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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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녹색사업단은 양묘장과 훈련센터 등도 만들었고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녹색사업단 보다 한발 앞서 지난 2009년 자바주에서 조림을 시작해 현재

‘임업도 과학경영’ 印尼 코린도 조림지를 가다

자바주에 8424㏊, 칼리만탄에 1만3300㏊를 조림했다. 올해 서부자바주 푸르와카르타 295.52㏊
에서 7년간 생장한 나무의 벌채를 시작한다. 약 88㎥의 생산량을 기대하고 있으며 판매가격
은 62.194원/㎥으로 이는 7년간 연평균 투자수익율로 따지면 12%에 이르는 수치다.
윤경일 산림조합중앙회 인니법인장은 “조합은 최대 10㏊에 속성수와 장기수, 고무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조림사업경영능력과 주민협력사업을 탄탄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면서 “이후 임산가공산업까지 진출해 100% 단독경영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미래청사진을 제시
했다.

서울신문 제공
[서울신문]
지난 9일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코린도 조림지는 거대한 나무공장을 떠
올리게 했다. 6만 7300㏊(673.0㎢·2억 358만 2500평)으로 서울(605.3㎢)보다 넓게 펼쳐진 조림지에
선 무엇보다 임업국가답게 과학에 기반한 임업경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현대 임업은 좋은 육
종 생산에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 형질이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육종 연구와 조림·관리·

윤 법인장은 또 “인니는 벌채한 장소에 새 나무를 식재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로

생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조림지 내에서 이뤄졌다.

최대 2년까지 걸리는 한국의 1/10수준이다”며 “조합은 인니 현지에서 조림지 허가권을 지속·확보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한·인니

하고 조림과 생산,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목재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

산림센터의 오기표 센터장은 “목재는 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기간에 비해 가격이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생장률이 좋은
나무를 심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유통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코린도 임업본부는 팡갈란분에서 목재칩
이나 합판내재 등 저급재로 사용하는 인도네
시아 자생 수종인 유칼립투스와 자본메라에
대한 품종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우수한 품종으로 선별된 유칼립투스 99개
클론(복제) 묘목을 노지에 심어 5년 5개월간
비교한 결과 170번 묘목의 생장이 가장 우수
했다. 2.5ｍ 간격으로 심은 나무는 높이(23.9
ｍ)와 흉고 직경(20.8㎝)이 다른 클론 묘목을
압도했다. 특히 생존율은 밀식조림보다 3~4
ｍ 간격으로 심은 나무들이 높았다.
△ 코린도 조림본부 관계자가 실험실에서 선별한 우수
클론(복제) 묘목을 노지에 심어 생장성을 비교하는
클론테스트장에서 170번 묘목의 생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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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이 우수한 나무에서 새순을 잘라 심는 ‘삽목’ 방식으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전적
우수성을 보유한 삽목을 용기묘에 담아 뿌리가 내리는 2주간 온실에서 키운 뒤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비응대)에서 10일, 노지에서 2개월간 적응단계를 거쳐 3개월이면 조림수로 활용할 수 있다.

‘나무 노다지’ 캐는 인도네시아 조림 현장을 가다

나왕의 대체수종으로 개발된 자본메라는 2년 9개월 자라자 높이 13ｍ, 직경 22㎝에 달했다. 성
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가지가 떨어져(자동낙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옹이가 없어 목재로
서 활용가치를 높였다. 코린도는 올해 두 수종의 목재생산을 위한 용재조림에 나선다.
벌채는 인력을 빌리지 않고 기계화를 통해 최적화했다. 벌채 작업이 마무리된 블록5(1300㏊)
에서는 인부 26명을 투입해 한 달 만에 유칼립투스 펠리타 7900t을 생산했다. 잔가지와 뿌리 등은
수거하지 않고 퇴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벌채에서 조림까지 두 달여 만에 마무리할 참이다.
이곳 조림지에는 2300㎞나 되는 작업임도가 개설돼 벌채목을 쿠마이강 주변 목재칩과 제재목
공장으로 옮겨 가공한 뒤 선박을 이용해 운반하는 등 일관 체계를 갖췄다.
임하수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해외 조림은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목재
자원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녹색사업단과 산림센터 등을 통해 해외에 진
출한 기업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팡갈란분(인도네시아 칼리만탄주) 박승기 기자skpark@seoul.co.kr

세계일보 제공

매년 1만2000ha 숲 조성… 4∼5년 후 연간 5억달러 목재 생산
보르네오섬으로 더 익숙한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섬. 섬 남부 팡칼란분 공항에서 아스팔트
와 황톳길 임도를 번갈아가며 1시간여를 달리자 주변 잡목림과는 위용이 다른 ‘나무의 바다’가
나타났다. 현지 한국계 기업인 코린도(KORINDO)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일궈낸 인공 조림지다. 9만
4384㏊에 달하는 삼림 중심부 해발 480여m의 틀라위산에 오르자 질서정연하게 가꿔진 짙푸른
숲이 끝 간 데 없이 펼쳐졌다. 1998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림허가를 받은 지 20년도 안 돼 산업용
목재 유칼립투스와 자본메라의 보고로 변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성된 면적은 서울시보다도 조금 넓은 6만7200㏊. 10년 전 심은 유칼립투스는 30여m
높이로 자랐다. 유전자 우수종을 육성해 심은 자본메라는 2년 만에 10여m까지 커 4년 후면 베어낼
수 있다. 연간 3400만그루를 생산하는 단지 내 양묘장을 통해 2041년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이곳에
코린도는 매년 1만2000여㏊의 새 숲을 조성한다. 국내 연간 전체 조림면적에 버금가는 규모다.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코린도 조림지전경. 9만여㏊에 이르는 광활한 조림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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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코린도 조림본부장은 “6년 전부터 벌채에 들어가 그 땅에 2개월 내에 새 묘목을 심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1억달러였던 목재 생산액이 4∼5년 후에는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자신했다.

현지화 등 진출장벽 만만치 않아… 유가하락에 투자 위축
하지만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이 마냥 무지갯빛만은 아니다. 긴 투자 회수기간이나 현지화의
어려움 등 장벽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다. 대체에너지
원으로 유가 동향과 직결되는 바이오매스 분야는 특히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조림비용 한국의 4분의 1… 드넓은 조림지 해외 개방

실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2014년

세계 3위의 열대우림지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코린도가 아니더라도 임업에 관한 한 기회의

7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줄었다.

땅이다. 생장속도가 온대림보다 5배나 빠르고, 조림 비용도 ㏊당 450만원에 이르는 국내에 비해

인도네시아에는 1개 기업만이 산업

110만∼120만원에 불과하다.

조림사업을 신고했다. 자카르타에
서 만난 한 한국인 사업가는 3만

천연 열대림을 보존하기 위해 인공조림으로 생산된 목재에 한해 유통을 허용하는 인도네시아

5000㏊의 조림지를 확보하고도 투

정부의 정책도 유리한 환경이다. 조코위 정부는 지난해 목재 조달을 위해 자국 내 조림면적을 1250

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

만㏊로 정하고 국내외 자본에 조림지를 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06년 50만㏊ 산업조림 협

기업들도 시장성이 좋은 팜유나무

약, 2009년 20만㏊ 목재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협정을 통해 총 70만㏊를 제공했다.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예상됐던 엘지상사의 경우

이를 기반으로 10여개 국내 기업이

팜유나무를 제외한 산업목재분야는

진출해 산업조림과 바이오에너지조림,

현지기업에 매각하고 철수했다.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사업을 펼치고

지난해 해외조림면적 4만1531㏊ 가

있다. 1993년 이후 이들이 심은 조림면

운데 절반 가까운 1만9503㏊가 팜유

적은 29만6288㏊로, 우리나라의 해외조

나무다.

림 실적(14개국, 39만9068㏊)의 74%를
차지한다.

△ 코린도가 조성한 중부 킬리만탄섬 조림지에 유칼립투스가 울창
한 숲을 이루고 있다.

인내심과 현지화가 성공 열쇠
산림청은 이 같은 상황 반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안에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를
공동설립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펴고 있다. 안정적인 목재 수급 기반과 탄소배출권 확보의 기회
로 삼기 위해서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와 ‘바이오매스 조림과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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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릿 가공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랑 지역에 2000㏊ 규모의 조림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목재칩
생산을 시작해 국내 발전사에 공급한다.
산림조합중앙회도 자바주와 칼리만탄섬에 5만2910㏊의 조림지를 확보하고 현지 기업과의 합작

“생육 속도, 천연림 100배… 6년이면 벌채 가능”

을 통해 2만1724㏊를 조림했다. 산림센터는 센툴지역에 생태모델 교육 숲을 조성하고, 지난해 대
형 화재가 발생한 리아우주의 이탄지 복구사업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교류사업도 펼치고 있다.
세계일보 제공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의 인도네시아 측 수겅 공동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임산업이 발전하려
면 독과점 체제를 깨야 한다. 한국에 70만㏊의 조림허가를 내준 것은 이 같은 기대가 반영된 것”이
라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의 성공 잣대로 유가 같은 외생적 변수보다 장기적 안목
과 치밀한 현지화 노력을 꼽는다. 코린도의 경우 현지 법인화는 물론 한국인 간부 전원이 국적을
옮기는 노력으로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주민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재해지역 복구에도
앞장선다.
코린도그룹 김훈 전무는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은 불황기인 지금도 용재공급량이 부족할 만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모험정신보다 단기적인 수익성에만 매달려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표 한·인도네시아산림센터 센터장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은 일시적인 경제여건에 구애
받지 않고 안정적인 산림자원의 확보와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분야”
라며 “국내 기업들이 막연한 두려움 대신 도전적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영철 코린도 조림본부장

자카르타=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요즘 우리 기업이나 젊은이들은 투지가 실종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는 임업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 투자 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성과 유가 하락 같은 변수에 너무
민감해 도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12일 코린도의 조림지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팡칼란분에서 만난 코린도 김영
철(56·사진) 조림본부장은 “시야를 해외로 넓혀 개척정신을 발휘한다면 인도네시아 임업은 성공
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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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한국인으론 처음 임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여년째 조림에 매달려온 그가 자신
감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1998년 처음 조림사업에 착수한 뒤 오지에서 현지인들과 뒹굴며
갖은 고생 끝에 6년 전부터 벌채에 들어간 것. 지난해 나무 판매수입만 1억달러를 기록했다.
김 본부장은 “이곳 조림지의 생육속도는 천연림의 100배에 달한다. 클론 육종으로 키운 묘목은

Chapter Ⅳ

선인 수익률이 휠씬 더 높아져 불안정한 투자처란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인공조림으로 생산한 용재만 유통시키는 법률을
만들고 조림 목표를 1250만㏊로 정했지만 아직 실적은 300만㏊에 불과하다. 이는 목재 가격을 쥐
락펴락해온 2개 메이저 회사의 횡포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런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
해서라도 한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도네시아 임산업 진출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김 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인내심만
갖는다면 모두가 꺼리는 지금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 기고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6년 통권 3호 -

이보다도 더 빨라 2년이면 10m 이상 키가 자라고 6년이면 벌채가 가능하다”면서 “현재도 최하 12%

칼리만탄=임정재 기자

한 · 인니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추진 3년을 돌아보며
드론의 정의 및 활용 방안

△ 킬리만탄섬의 코린도 양묘장

특별 기고

이슬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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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목 사회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낙타몰이로 열두 살 때부터 시리아와 예멘을 잇는
대상 활동에 참석합니다. 낙타몰이는 성공확률이 30%정도로 열 번 교역에 나서면 일곱 번 털리

이슬람의 이해 (1부: 선지자 무함마드 이야기)

거나 뺏기고 세 번 정도 성공합니다. 세 번만 성공해도 빼앗긴 일곱 번을 상쇄하고도 남는 장사
이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오만 살랄라에서 생산된 유황을 로마 시장에 팔았을 때 2천배를 남겼다고 하니 열 번 가서 여덟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번, 아홉 번을 뺏겨도 한 번만 성공하면 밑천을 뽑고도 남습니다.
동시에 무함마드는 당시 중동 전역에 퍼져 있던 타락한 사회상을 깊이 고뇌합니다. 마음에

무함마드의 탄생과 어린 시절

안 맞으면 그냥 찔러 죽이고, 여자를 노예로 매매하며 배고프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와 자식을

무함마드는 570년경 아라비아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인 메카의 최고 명문이었던 쿠레이쉬 부족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벌어지던 시대입니다.

에서 태어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무함마드가 살아남은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평민의 자식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 쿠레이쉬 가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무함마드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가서 아버지가 딸을 파는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습

우리가 아는 무함마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그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가난한 명문

니다. 당시 유목 사회에서는 딸이란 전사도 못되고 노동력도 안 되어 식량만 축내는 소비재로 취

가의 유복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급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 파는 등 아내와 딸을 시장에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 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여섯 살 때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고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랍전통에 따라서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이

당시에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여자 2명과 암낙타 1마리가 맞교환됐습니다. 이런 모습
들을 일상으로 보고 살았으니 무함마드 나름의 고통과 번민, 갈등이 많았습니다.

무하마드를 양육합니다. 할아버지도 얼마 못 사시니까 당시 풍습에 따라 삼촌 아부 탈립이 그를
양육했고 열두 살 때 독립합니다. 그 나이까지 남의 신세를 진다는 것은 철저한 양육강식의 아랍

무함마드의 탁월한 협상력

사회에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립심과 독립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무함마드의 탁월한 협상 능력이 소문이 납니다. 부모도 없고 혼자 살아남아야 하니 생존 욕구가

안 계시니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살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력으로 살아

강하며 그 과정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합니다. 평균적으로 고대 대상 무역에서는 열 번 가서 일

남을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곱 번 뺏기고 세 번 성공하는데, 이것을 다섯 번 뺏기고 다섯 번 성공하게 되면 남들보다
탁월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곱 번 뺏기는 것을 다섯 번 뺏기는 걸로 줄일 수 있을
까 궁리를 하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런 식의 협상 방식을 생각해 냅니다.
낙타몰이를 하고 가는데 노상강도가 덮칠 경우 낙타 몰이꾼이 강도의 두목과 협상을 합니다.
“다 가져가지 말고 7개만 가져가고 3개만 남겨 달라. 10개를 다 빼앗아 가면 나는 빈손으로 주인에
게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잘려서 다시는 못 오게 된다. 그럼 네가 계속 빼앗을 수 있는 대상이 하
나 사라지지 않느냐. 3개만 남겨 주면 나도 본전은 되니까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오
갈 수 있다. 그러면 네가 계속 7개를 빼앗아 갈 수 있다.”
도둑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낙타 몰이꾼이 7개를 주면서 이 물건은 어느 곳 어느
△ 신전에 앉아 있는 무함마드

사람에게 가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다마스쿠스의 시장 정보를 함께 줍니다. 이쯤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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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생각도 흔들립니다. 10개를 빼앗아서 대충 넘기는 것보다 시장 정보를 갖고 7개를 제대로

무함마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다른 종교와 공존

팔았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겁니다. 이제는 이 강도들이 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서구의 기독교였지 이슬람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마녀사냥을 보면

건드리지 마라. 우리에게 이득을 많이 주는 분이야. 계속 살려서 이익을 내게 갖다 주게 해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말은 쉬울 것 같지만 보통 배짱을 가지고는 어려운 일로 그 좁은 장사판에서 금방
소문이 납니다. 당시 낙타 대상의 협상 방식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무함마드는 목숨을 걸고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

약속을 지켜 누구에게도 정직하면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협상가로 소문이 납니다.

무함마드는 잘생겼다고 합니다. 카디자는 젊고 정직하고 잘생긴 무함마드를 남편으로 맞이
했는데 그를 험난한 오지로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남편이 됐고, 사업 규모도 커졌으니까 관리할

이제 서로 무함마드를 고용하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적대 세력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신뢰의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당시 최고의 자본가였던 카디자의 귀에도 무함마드의 소문이 들려
옵니다. 미망인이었던 카디자는 남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메카의 대표적인 부호
로 무함마드를 스카우트합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다녀오면 빨라야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단이 가서 올 때까지는 할 일이 없어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메카 쪽에 히라라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여유가 생기자 히라 동굴에 자주 가서 명상을 합니다. 스물다섯부터 15년

한 5년 무함마드에게 일을 시켜보니 그전보다 탁월하게 장사를 잘해 주고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자기에게 수입을 올려주니까 정신적으로 탄복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남자로서도 끌려

동안 일상적인 명상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품어왔던 사회적 악습과 모순에 대해 고민
합니다. 그러다가 마흔이 되던 610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첫 계시를 줍니다.

무함마드의 나이 스물 다섯 살에 열 다섯 살 연상인 마흔 살의 카디자가 청혼을 합니다. 세기의
로맨스입니다.

첫 계시는 아랍어로 ‘이끄라’입니다. 우리말도 비슷하게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꾸란
에서 ‘이끄라’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무함마드가 “저는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서 읽을 수가

당시에는 부족 간에 갈등 관계가 매우 중요했는데, 다행히 카디자의 가문과 무함마드가 속한
쿠레이쉬 가문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무난하게 두 가문이 합의에 이르고 결혼이 성사됩니

없습니다.”라며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두 번째 계시가
내려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읽어라”, “알라의 이름으로 읽어라”라고 합니다.

다. 무함마드를 폄하하는 입장에서는 돈 많은 여자가 돈 없는 남자를 유혹해 결혼했다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최소한 가문간의 합의에 의한 정식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 도망을 와서 자기 부인에게 히라 동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아랍 사회가 다신교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탄에 홀리고 마녀에게 유혹당하는 일이 워낙 성행

무함마드에 대한 평가는 참 극단적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기만한 시대적 이단아’

하던 시기라 자기도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든지, ‘사탄의 잠꼬대에 불과한 경전의 저자’라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제가 책에 있는 걸 그대
로 따온 겁니다. 그 밖에도 ‘무자비한 정복자이자 사회 선동가, 성적 도착자’라는 평가들이 존재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중세 교황청의 공식적인 생각은 사막의 신인 무함마드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 같은 생각이 불행하게도 이교도에 대한
무자비한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쪽으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 천사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는 무함마드

왜 그랬을까요? 서구 사회가 볼 때 예수를 신의 아들이 아닌 인간 예언자로 추앙하는 이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 이슬람의 예언자인

△ 무함마드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은 히라동굴

120

Chapter Ⅳ - 특별 기고 121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6년 통권 3호

아내에게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두려워서 왔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카디자는 글자를 아는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정직과 성실의 아이콘인 남편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 남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건 아마 귀신이 아니라 신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듣고, 듣는
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히라 동굴로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22년에 걸쳐서 계시가 내려옵니
다. 무함마드가 글자를 몰랐지만 머리는 명석했습니다. 계시 받은 내용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그것을 받아 글로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꾸란입니다. 만일 카디자가 아니었다면, 꾸란의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었거나 잘못 기술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글자를 아는 현명한
아내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꾸란의 탄생
아랍사회는 전형적으로 구전 전승을 가졌습니다. 외우는 거지요. 초창기 때는 수백 명이 이

△ 무함마드가 그의 딸 파티마
(무함마드 옆 빨간 옷)

△ 무함마드가 딸 파티마를 알리에게
시집보내는 장면

꾸란을 외웁니다. 외우고 또 외웁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랍어를 모국어
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집트만 해도 말이 다릅니다. 아랍족은 셈족이고 이집
트는 함족으로 함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꾸란이 다르게 읽히고 내용이 뒤섞이면서 왜곡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3대 칼리프 오스만 때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됩니다. 그때 기록된 꾸란이 지금
까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114개 장에 6,236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꾸란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정확하게 일치된 내용으로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영국
버밍엄 대학 도서관에서 무함마드 생존 시기에 편찬된 꾸란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글자를 몰랐

무함마드의 부인들
무함마드는 623년에 사랑하는 마지막 아내 아이샤의 팔베개를 베고 죽습니다. 처음 결혼했던
카디자와 이름이 다르지요? 여기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부인이 여럿이었습니다. 시신
은 아이샤의 집에 매장했고, 현재는 메디나 모스크 안의 예언자 묘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함
마드는 겸손과 카리스마, 인간적인 성품과 덕목으로 16억 무슬림들을 사로잡았고 지금도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지만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일찍부터 꾸란이 보존되었던 점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해되고 있는 부분을 풀자면 무함마드는 12명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슬람 신자들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선험적인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무함마드 계시 당시에 그
말씀 그대로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오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시아, 수니를 비롯해 온갖 종파들 간에 이견이 없는
딱 하나는 꾸란입니다. 꾸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정치적

서구 사회는 무함마드가 성적 도착증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출산율을 보면 평균 10명쯤 나아
서 2-3명은 죽었으니까 한 엄마당 7-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가 12명이면 자녀가 100명
이상은 있었을텐데 죽을 때 파티마라고 하는 딸 하나만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도착증
이라는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다.

으로는 입장이 달라 서로 죽고 죽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특징
이 있습니다.

왜 12명과 결혼했겠습니까? 첫 번째 아내 카디자입니다. 15살 연상으로 카디자가 죽을 때까지
무함마드는 순정을 지키고 카디자만 바라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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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자가 죽고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때 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4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등과

카디자가 죽고 나서 5년도 안 된 시점에 7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2년 뒤에는 9명으로 늘어납니다.
모두 정략적인 결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사돈을 맺습니다. 그들의 딸들과 전부 결혼하고, 또 자기 딸을 그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중요한 책임을 맡길 수 있으니까요.

당시 유목 오아시스 사회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남편이나 부모, 남동생의 도움
없이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전사가 죽은 동료의

그 중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게 여섯 살 아이샤와 결혼한 것입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사회에서

가족을 무조건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발전과 여성의 안정을 위해

가장 비판을 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그 당시 메카의 최고 부족으로 그

일부다처가 상당한 미덕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로 무함마드가 다처를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부족을 잡지 않고서는 무함마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합의합니다. 그때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아부 바크르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두 가문이 함께하는 증표로 딸과 무함마드를 결혼 시킵니다.
무함마드가 여섯 살 여자아이를 꾄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 아부 바크르가 무함마드에게

무함마드의 아내중 사우디, 자이납, 움무 살라마 등은 전사자들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고,

“내 딸을 당신이 맡아라.”라고 내준 겁니다. 그리고 아부 바크르는 무함마드 사후에 초대 칼리프가

그들에게 딸린 자식들도 모두 자기 자식으로 입적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에게 진정한 아버

됩니다.

지가 되어 주는 과정을 통해 무함마드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은 배경이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만 일곱 살, 우리나라 나이로 여덟 살부터 남녀가 내외합니다. 그 당시 딸 아이샤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순교하는 동안 자기가 직접 본보기가 되어 공동체

가 여섯 살밖에 안 되어 약혼을 합니다. 입양해서 자기 딸로 입적하면 되는데, 아랍에는 그런 제도

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기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무함마드가 많은 여인들

가 없었기 때문에 여덟 살 이후부턴 남녀가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는

과 혼인했지만 임종할 때 파티마라는 외동딸만 둔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후손을 많이

데리고 있을 방법이 없어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홉 살까지는 시집으로 오지 않고 집에서 계속

남기려고 아내를 맞이했던 게 아니고 오갈 데 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결혼이었습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결혼한 아이샤가 이슬람 역사에 새 장을 엽니다. 결혼 후 9년

니다.

동안 임종까지 무함마드의 곁을 지켰고, 또 무함마드의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무함마드 사후 44
년 동안 이슬람 공동체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무엇보다 무함마드의

무함마드는 623년에 죽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죽을 날짜를 스스로 조율합니다.

언행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하여 그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2,210여 개의 신뢰성 높은 어록을 싣게

사인은 암이었던 것 같은데 고통이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때 죽음을 예견

되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영민한 부인으로 결과적으로 아이샤가 이슬람 역사의 오리지널 리소스가

하고 10만 명에 달하는 추종자를 이끌고 메디나에서 메카로 고별 순례를 떠납니다.

됩니다.
메카의 아라파트 동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고별 연설을 합니다. 유언이죠. 고별 연설 내용은
무함마드의 또 다른 절친이었던 2대 칼리프 오마르의 딸 하프샤와도 결혼합니다. 또 자기 딸
파티마를 유력한 부족이었던 알리에게 시집보냈고, 그가 4대 칼리프가 됩니다. 또 다른 딸 루까이

모든 무슬림이 여행을 하면서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항상 이것을 꺼내
읽는데 이슬람 신도들에게는 주기도문 같은 것입니다.

야는 3대 칼리프였던 오스만에게 시집보냅니다. 그 딸이 죽자 또 다른 딸 움무쿰술을 다시 오스만
에게 시집보냅니다. 이처럼 정통 칼리프라 불리는 4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알리
등과 모두 혼인정책을 통해 이슬람 초기의 공동체 단결과 단합을 도모합니다.
무함마드는 예언자 지위를 받기 전인 스물다섯 살 때 카디자와 결혼해서 쉰 살 가까이 25년
동안 한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그 사이 2남 4녀를 뒀지만 전쟁통에 다 죽었습니다. 당시 아랍 사회
가 일부다처제를 오랜 관습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설문이 꽤 깁니다. 거기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생활 경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중
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남에게 책무를 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고, 이자는 받지도 지불하지도 말라.또한 생명과 깨끗한
재산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신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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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을 한 겁니다. 무함마드가 아이샤를 시켜서 메디나의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 때 자식 없이 살아가는 노부부를 데려와 그들에게 7디나
르를 주고 사후 처리를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16억 이슬람교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종자들은 예언자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죽어 바깥에서 기다
리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됩니다. 나중에 2대 칼리프가 된 오마르가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 예언자는 죽지 않았다.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만약 무함마
드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칼에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언자가 죽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림해 우리를 구하러 올 것
이라며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원래 무장 출신
이라 과격합니다.
△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크에는 무함마드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초대 칼리프였던 아부 바크르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슬람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 격정적인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마르를 불러

고별 순례 직후에 마지막 계시가 무함마드에게 내려오는데 꾸란 5장 3절, 죽음을 예고하는 계시

다독거리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다. 다시는 살아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처럼 그분의 몸은 흙이 되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종교를 완성했으니, 나의 은총이 너희에게 충만하도록 하였고,

썩어 사라질 뿐이다.”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하게 하였느니라
무함마드를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은 여기서 꺾입니다.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나서 평범한 인간
무함마드는 고별 순례를 마치고 몸이 급속하게 쇠잔해 졌지만 연명을 위한 치료와 투약을 거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언자의 전통을 따라 이슬람교도들은 산소 호흡기를 안 꼽습니다. 죽음이

으로 죽고, 흙이 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 성공의 결정적인 계기로 평범한 리더십
입니다.

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구차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예언
자가 따랐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출생의 신비도 없으며 살아가면서 초월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고
죽을 때도 보통 사람처럼 앓다가 죽었고, 가난한 채로 재산을 비웠고, 죽고 나서도 보통 사람처럼

그때 무함마드는 걱정을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온전히 비우고 가야 하는데 아직도 비우
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부인 아이샤에게 집안 재산을 모두 처분하게 합니다. 아이샤가 눈물
을 머금고 재산을 정리해 7디나르의 돈을 만들어 오는데 그 돈으로 암낙타 1마리를 살 수 있었
으니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흙으로 썩어 없어졌습니다. 재림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덕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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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무함마드가 왜 16억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무함마드 만평을 희화화한다고 해서 자기 일로 여겨 죽음을 불사하고 화염

한-인니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추진 3년을 돌아보며

병을 던지고 벌떼처럼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 임업인의 꿈 인니에서 얻은 큰 경험과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며 -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이 자기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존재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이러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무슬림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녹색사업단 인도네시아 법인장

무함마드의 리더십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적에 대한 관용과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에 대한 한없는
낮춤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남기지 않았고,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관용
과 한없는 낮춤의 리더십입니다.

2012년 8월 31일은 나의 머릿속 깊은 속에 영원히 간직될 가장 큰 기억 중 하나이다. 녹색사업단
에서 인니에 처음으로 현지법인 설립·운영 그리고 영림공사와 추진하고 있는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착수 및 안정화라는 큰 미션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홀로 입국했던 날이기 때문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권혁명을 이루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다. 그런데, 벌써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녹색사업단 본사로 귀국하는 날이 다가왔다.

이슬람 여성과는 정반대인데 왜 그런 모순이 생겼는지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후계자를 남기
지 않음으로써 수니, 시아가 갈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과 조언을
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많은 분들이 주신 도움이 현지법인 운영이나 기본적인 사업 관련
사항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던 듯하다. 인니어 한 마디로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어
로 일을 시작했고 그것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짓·발짓 그리고 그림으로 겨우겨우 일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더욱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녹색사업단 인니 현지법인 초대 법인장이었고,
내가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후임자나 후배들이 나의 그릇된 판단과 일처리로 굉장히 큰 짐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업무 추진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했던 것 같다. 더욱이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민간에 제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나를 일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지난 3년 8개월 간 다들 인니에 와서
배우고 취미로 즐기고 간다고 하는 골프 한 번 쳐 본적이 없다. 더욱이 조림이 시작되었던 2013년

▶저자 소개: 이희수, 한국 외대를 졸업하고 터키 이스탄불 대학에서 중동 역사와 이슬람 문화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스탄불 마르마르 대학 중세사학과 조교수로 유목 문화론과
극동사를 가르쳤고, 이슬람권 최고의 연구소인 OIC의 이슬람 역사 문화 예술연구소

12월까지 르바란 연휴를 제외하고, 휴일에도 제대로 쉬어본 기억이 없다. 연차도 써본 적이 없는
듯하다. 더욱이 6개월 간 냉방병으로 계속 고생하면서도 쉬지 못하고 일을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연구원, 튀니지 사회경제연구소(CERES) 연구원, 미국 워싱턴 대학 방문교수를
지냈다. 현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및 박물관장이다.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이슬람과 한국문화>, <쿠쉬나메>등 60여권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도착하자마자 법인 사무실 세팅, 내가 인니에 오기 전 삼정 KPMG에 의뢰했던 목재바이오매스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및 검토부터 사업 파트너인 영림공사 담당 이사 및 직원들
과 업무협의 등등 상당히 많은 일들을 2012년 4개월 간 홀로 추진했다. 더욱이 영림공사 측과의

▶이 글은 저자 이희수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프레시안 인문학습원에서 진행한 강의 <이슬람
학교> 강의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협의 자료는 전적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항과 그걸 한글도 아닌 영문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항들이 처음에는 사소한 문서를 만드는데도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
었다.

128

Chapter Ⅳ - 특별 기고 129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6년 통권 3호

2012년이 지나가고 2013년 초부터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합의된 스마랑 지역 500ha 시범
조림 사업 대상지 공동 현장조사부터 4월 30일 관련 MOU 및 공동운영 계약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난의 연속이었던 듯하다. 수익 배분에 관련된 사항부터 계약 체결일은 얼마 남지 않았
는데, 영림공사 측 담당 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측에서 제시한 MOU와 공동운영 계약서(안)에
대해 한 달 동안 검토를 미루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인니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다. 결국 영림공사 담당 이사(전 기획이사 Tedjo Rumekso)의
도움으로 계약 관련 TF팀(영림공사 측 3명, 현지법인 1명)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같이 서로 협의하고 문구 고치면서 겨우 서명 일까지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영림공사 측에서 양측 간 이익 배분 원칙으로 제시한 산물분배에 대해
우리 쪽에서 수익분배로 가야하는 이유를 영림공사 부장급 이상 임원들 대상으로 설명하여 납득
시키고 결국 서로 간의 이익 배분에 대한 사항을 수익배분으로 변경한 사항은 초대 법인장으로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추가 계약서 작성을 통해 같은 해 6월 28일 양측의 이익 배분은
벌채목 판매가에서 조림·무육관리비 및 벌채·운송비를 제외한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서명하였다.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 사업 계약 체결 - ’13. 4. 30>

<녹색사업단-영림공사 간 제1회 연례회의 - ’13. 12. 18>

<인니 식목일 및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 착수 기념 행사 - ’13. 11. 28>

같은 해 12월 결국 그 토록 바라던 500ha 시범 조림을 착수하게 되었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15년 12월 기준으로 1,000ha의 목재바이오매스 단벌기 순환림을 조성하게 되었다. 비록
조성된 면적은 산업조림을 추진하는 타 기업의 조림 면적에 비해 작지만, 우리가 2년 간 식재한
나무의 양은 500만본 이상으로 일반적인 산업조림 식재간격인 3m×3m 기준의 5배에 달하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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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다. 따라서, 나는 항상 우리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지의 면적은 1,000ha지만 실제 식재된 나무의

마지막으로 3년 8개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녹색사업단 현지법인이 그리고 내가 인니에서

양 기준으로 5,000ha와 동일한 면적으로 2년 간 적지 않은 양을 조림하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게 간소하지만 진심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조림지 1,000ha가 조성될 시기 동안 목재바이오매스 공급 전용 묘목 생산

내가 처음 인니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해주시고 도움을

을 위한 한-인니 목재바이오매스 양묘장 및 훈련센터도 완공(’14. 8월)되어 개소식 행사(’15. 2월)도

주신 코린도 김훈 전무님과 PT. HAN 한만성 사장님, 항상 격려와 조언으로 사업 초기에 내가

산림청, 녹색사업단 및 영림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공리에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사업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립산림과학원 남성현 원장님 (전 한-인니 산림센터장),

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학, 민간기업 및 관계기관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14~’15년 2년 동안 총 14

산림청 이미라 과장님(전 임무관)과 조준규 대변인님(전 한-인니 산림센터 사무관), 맛찾사(맛을

회 398명이 스마랑 조림지 및 양묘장 내에서 현장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

찾는 사람들)를 결성해 제가 힘들 때 기운 내라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적으로도 항상 조언을

하고 배우는 자리를 만들었다. 더욱이 ’15년 10월 대사님을 모시고 성공리에 치러진 국제심포지엄

주신 최원식 사장님, 무림페이퍼 이재혁 팀장님 이 분들 덕에 전반기 1년 10개월의 정말 힘들었던

과 20회의 민간 기업 컨설팅 지원 실적은 우리 현지법인이 민간기업을 위해 조금이나마 우리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그 이후 더 좋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 뿐 아니라 모든 산림청 유관기관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의 맏형이시고 진짜 덕장이신 지금 한-인니 산림센터 센터장이신 오기표 센터장님, 항상 큰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와주시고, 나를 항상 믿어주신 이상익 임무관님, 인니 와서 더 많이 친해지고 더

우리에게는 더 큰 꿈과 목표가 있다. 단순히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는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해주신 산림조합 윤경일 법인장님과 이현우 이사님, 그리고 이정덕 이사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수익 모델과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그 성공적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더불어 젊은 나이에 인니와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인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나는 이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조림 사업의 성공적 착수

한-인니 산림센터 문종필 전문가에게도 우리 일 많이 신경 써 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와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본연의 미션을 끝내고 돌아가지만, 내 후임 그리고 그 다음 후임과 후배

싶다. 또한,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Tedjo Rumekso

들 이 더 크고 실질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 나보다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영림공사 전 기획이사님, 진심으로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지 알 수가

않는다.

없다. 또한, 영림공사 측에서 추가 조림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Upik Rosalina
감사님과 Heru Siswanto 이사님, 항상 우리 사업 그리고 한-인니 산림협력에 대해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한-인니산림센터 Sugeng Marsudiarto 공동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끝으로 3년 8개월 내내(정확히 이야기 하면 2011년 내가 사업 추진을 위해
처음 인니로 출장 다니면서부터)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본인의 업무처럼 즐겁게 우리
일 도와주시면서, 나 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항상 챙겨주신 너무나도 존경하는 한-인니 산림
센터 이영주 실장님과 녹색사업단 파견 주재원으로서 같이 일에 대해 고민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목소리 높이면서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준 정규상 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더 많은 소중한 인연이 있지만, 다른 분들에 대한 감사는 사적으로 다시 전하고 싶다.
나는 이제 다시 한국의 빡빡하고 경쟁적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인니에서 내가 얻은 경험과 인연
은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오랫동안 인니에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한-인니 목재바이오매스 양묘장 및 훈련센터 개소식 - ’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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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정의 및 활용 방안
SG Consulting

1. 드론(Drone)이란?
드론은 조종사가 기체에 탑승하지 않은 채 전파 유도를 통해 원격으로 통제되는 무인항공기,
비행체를 뜻한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사용하기도 한다.
'Drone'이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벌목과 곤충의 수컷, 또는 꿀벌이 내는 것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
를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무인기를 드론이라 부르게 된 계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935년 영국에
<목재바이오매스 국제심포지엄 - ’15. 10. 28>

서 사람이 타는 훈련용 복엽기를 원격조종 무인 비행기로 개조하면서 여왕벌(Queen Bee)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 이름으로부터 수벌을 뜻하는 Drone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36년경 미국에서 나온 원격조종 비행기에 대한 연구자료에 드론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2. 드론의 종류
드론은 형태에 따라 크게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익 드론은 일반적인
비행기 모양을 한 무인항공기로, 추력발생장치와 양력발생장치가 분리되어 전진방향으로 가속을
얻으면 고정된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되어 비행을 하게 된다. 구조가 단순하고 고속, 고효율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행기의 이착륙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이착륙을 위한 공간 또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회전익 드론에 비해 초보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회전익 드론은 헬리콥터에서 볼 수 있는 프로펠러가 장착된 드론으로 최근에는 프로펠러가
4개 혹은 6개, 8개씩 달린 멀티콥터 형태가 흔히 제작되고 있다. 회전익기는 비행효율, 속도, 항속
거리에 있어 고정익보다 불리하나 수직 이착륙 및 정점체공이 요구될 경우 가장 적절한 형태이다.
고정익기에 비해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지비행을 자동화하려면 기체의 속도 및 위치를 정확
히 측정해야 하므로 고정익기보다 고가의 정밀한 항법센서가 요구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 및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초보자도 조작이 쉽고 이착륙에 제약이 적은 다양한 종류의 멀티콥터 드론
이 개발되어 생산 및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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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측량

표1.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 비교 (senseFly, 2015)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드론 활용 사례로, 넓은 지역을 공중에서 촬영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사진에 입력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GIS 데이터로 활용한다. 오일 파이프, 가스관, 전선,
태양광 설비, 풍력 발전기 등 범위가 넓고 사람의 접근이 힘든 시설 점검이나 산림 감시, 야생동물
개체 수 관찰 등이 관찰 활동에 해당된다. 측량의 경우 비행 경로 및 촬영 지점을 드론에 미리 입력
하여 자동으로 촬영한 사진과 GPS 정보를 이용하여 경계선 확인에 사용하거나 촬영 지역을 3차원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사진보다 낮은 고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정확

프로젝트 종류

Mapping*

소규모지역 Mapping 조사

활용 분야

농촌 지역 측량, 농업, GIS,
광업, 자원관리, 건설 등

조사, 촬영(사진/동영상), 부동산,
도시 지역 측량, 건설, 비상 대응 등

비행 속도

높음

낮음

비행 면적

넓음

좁음

최대 해상도

cm 또는 inch/픽셀

mm/픽셀

터 활용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택배, 조난 구조, 범죄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려는

이착륙 면적

넓음

매우 작음

시도가 민간은 물론 공공 기관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행 시간&바람 저항

높음

낮음

하게 측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식생 밀도를 확인하거나 적외선 카메라
로 촬영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식생 활력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TV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등에서는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물을 이미 오래 전부

그림1.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드론

*Mapping: 대규모 면적을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GIS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

3. 드론의 활용 분야
군사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 전투기가 전쟁에 투입된 것은 1915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풍선이나 연을
이용한 무인 공격 기체가 사용되어 왔다. 드론은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에 이용하면서
처음 주목 받은 뒤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전체 무인기 시장의 90% 이상이
군용이다. 폭격 및 적기 유인, 정찰, 전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군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Q-1 Predator: 미국의 군용 드론으로 2011년 카다피 사망 eBee: Sensefly사의 맵핑용(GIS 데이터 수집용) 고정익
공습 등 실전에 사용되고 있음. WGS 위성을 통해 원격조종. 드론. 이륙시 장치 없이 손으로 던지는 것이 유용한 특징.

농업
무인기 국제 협회(AUVSI)에 따르면 군사용을 제외한 상업용 무인기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이다. 농업용 드론의 시초는 일본의 야마하(Yamaha)사에서 1987년
출시한 헬리콥터 형태의 R-50으로, 현재는 수많은 개량을 거쳐 RMAX라는 이름으로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모델은 가솔린으로 작동되며 30kg 적재, 한 시간까지
운항이 가능하여 농약, 비료, 종자 살포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드론이 배터리로 작동하
여 장시간, 중량 탑재 비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병해충 관찰 등 데이터 수집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드론 제작 업체들은 농업 인력 부족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농업용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작이 용이하고 저렴한 농업용 드론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MAX: Yamaha에서 제작, 1987년부터 일본에서 사용된 AGRAS MG-1: DJI社에서 출시한 농약살포용 드론으로
농업용 헬리콥터형 드론으로 최대 1시간 비행, 30kg 탑재 가능. 살포용 노즐이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10kg까지 적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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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Eco Ranger: UAV를 이용한 환경 보전 활동 지원 단체인
ShadowView에서 제작한 드론으로 밀렵 활동 감시 목적
으로 제작됨.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취미용 드론 수요가 높아져 다양한
모양, 크기의 드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Parrot社 미니
드론)

4. 임업 분야 드론 활용 방법

<드론을 이용한 GIS 구축>
도로(Jalan Koridor), 수로(Kanal) 등
지리정보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조림지 촬영사진 (ⓒKTH)
Korintiga Hutani 사의 드론 활용. 드론을 이용하여 홍보사진을 촬영하거나(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재 작업 평가(우)를 할 수 있다.

전체 농경지중 40%에서 Yamaha의 농업용 드론 2,400기를 이용해 비료와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Yamaha 드론 100여대가 소나무 방재나 영농작업에 쓰이고 있다. 산불진화에 투입

실무

하는 소화제(消火劑)를 살포 드론 개발에 적용할 수도 있다.

①사진 또는 영상 촬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하여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다. 광활한 수해(樹海)의 모습이나 잘 정비된 임도를 상공에서 촬영하여 홍보용 사진, 영상을

의사결정 자료 작성

제작하거나 병충해 또는 산불 발생 지역 등 문제 지역의 현황을 보고 및 기록용으로 남길 수 있다.

①토목 공사 필요지 확인: 드론을 이용해 획득한 GIS 데이터를 이용한다. 고도,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임도 개설안을 분석하거나, 하천 수위와 고도 정보, 강우량 정보를 조합하여

②순찰, 예찰: 한국의 국립공원에서 드론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이다. 대규모 면적 또는 임도망

상습 침수지역을 확인하는 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족을 이유로 전체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기적으로 드론 촬영을 수행
하면 병해충 발생지 등 문제발생 지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경우 밀렵 감시, 산불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②입목 축적량 추정: 일반적인 산림에서 입목 축적량 조사는 전체 면적에 대해 일정 비율의
면적을 조사구로 설정한 후 인력을 해당 플롯에 투입하여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전체
면적이 매우 넓은 경우 샘플 플롯의 비율이 단 1%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는 넓은 면적이 되어

③GIS 데이터 획득: 대면적 관리의 기본은 지리 정보 시스템(GIS)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될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산림을 간섭하고 파괴하게 된다. 따라서

면적을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을 GIS 데이터로 이용하면 낮은 고도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원격으로 입목 재적을 추정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일반 항공 촬영 사진을 통해 개체별

위성이미지에 비해 고해상도이고, 구름이 자주 끼는 지역의 경우 구름에 가려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관(Crown) 직경을 구하고 수관 직경을 매개변수로 상관식을 이용하여 흉고직경 및 수고를 산정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본 적인 지형, 도로, 하천, 산림, 택지 등의 위치와 면적

하여 재적을 계산하거나, 드론에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장착하여 지면 고도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림지 관리의 주요 요소인 실제 식재 면적, 수종별 식재 면적 등도 쉽게 파악

수관 최고 높이의 데이터를 이용해 수고를 구하고 수고-흉고직경 상관식을 통해 재적을 구하는

이 가능하다. 특히 짧은 주기로 벌채가 이루어지는 펄프재 조림지의 경우 벌채지 및 식재지 데이

방법이 있다. 2012년 연구논문(이현직 외)에 의하면 LiDAR 자료를 이용한 경우 현장조사와의

터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드론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유사성은 평균 9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④농약 및 비료 살포: 미국 등 대규모로 농경지를 관리하는 경우 비행기, 헬기 등으로 농약이나

③식생 활력 평가: 식물의 잎에는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엽록소(Chlorophyll)가 포함되어 있고

비료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론은 이런 기체에서 조종자를 없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이는 특유의 녹색 빛을 띄면서 빛의 파장 중 700nm 근처에서 명확한 흡수 파장대와 반사파장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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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식생 분포량과 활동성을 파악할 수 있게 고안한 지수인

지기 때문에 다양한 수종과, 임령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드론

NDVI(Normal Distribution Vegetation Index, 식생 활력 지수)를 이용하면 원격으로 산림 지역의

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비식생지역(도로, 하천, 병해충 피해지 등)을 제외한 실제 벌채목

식생 활력을 평가할 수 있다. NDVI는 적외석 촬영 이미지를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드론에 적외선

분포 면적, 수종별 면적, 식재년도별 면적 등 면적을 산출하고 현장 조사 데이터와 조합하여 전체

카메라를 장착하여 임지를 촬영하여 데이터를 얻는다.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조림지의 지역별

재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비량을 결정하거나 보호지역의 경우 낮은 활력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①수종별 구분: 식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진상으로 보이는 수종별 특성을 파악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식재 수종 이외에 야생종이 자생하였을 경우에도 따로 구분한다.

5. 실제 활용 사례 Korintiga Hutani 축적량 조사
②식재년도별 구분: 식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재 된지 오래 되었을수록 수관 면적이 크고

배경

하층 식생을 가리는 특성을 이용하여 식재 년도별 면적을 산출한다.

인도네시아 Kalimantan에 위치한 조림 회사 Korintiga Hutani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입목
재적조사를 수행해왔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③현장 조사 유효데이터 추출: 현장 조사 데이터와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플롯은 재적 산정 시 제외한다.

①현장 조사 전 내업을 통해 조사 플롯 면적을 결정하고 조사 대상 지역 전체에 규칙적으로
플롯을 분포시킨 후 플롯 위치를 GPS에 입력하여 조사자들이 현장에서 각 플롯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②조사자들은 조사 플롯의 수종과 식재 본수, 각 개체의 흉고직경과 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④각 임상별 평균 재적 산출: 선별한 현장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령, 수종별 평균 재적을
산정하고 임상별 면적에 대입하여 전체 재적을 산정한다.
그림3. 드론 촬영 사진을 통한 수종별 임상구분 (ⓒKTH)

③각 개체의 재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면적의 재적을 산출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는데
▶규칙적으로 플롯이 분포하기 때문에 조사 플롯 내에 길, 하천, 병해충 피해지역 등 벌채목이
없는 지역도 포함되어 재적 값에 편향이 있다.
▶두 개 이상의 수종을 식재하는 경우 서로 다른 수종 식재지가 하나의 플롯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수종별 재적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수종별 임지 사진. 왼쪽부터 Eucalyptus pellita, Acacia mangium, Hibiscus similis. 항공 촬영 사진
으로 수종별 임상 구분이 가능하다.

▶사람이 작업하므로 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플롯 위치를 조정한 채로 재적 조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천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임지쪽으로 플롯 위치를 옮기거나, 도로 등 비식생
지역이 플롯에 더 많이 포함되도록 옮겨서 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6. 관련 법률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하고 재적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촬영 사진을 활용

드론은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의성만큼이나 안전 및 사생활,

하였다.

방법
드론을 이용한 재적조사에는 수관-재적 상관식을 이용하거나 LiDAR를 이용하여 수고를 산출
하여 상관식을 이용해 재적을 구하는 방식이 있지만 상관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만들어

사유지 침입과 관련한 논란이 많은 기기이다. 각국에서는 드론을 편리하게 활용하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정된 150m이상 고도 및 비행장 인근 관제권에서는 비행이 금해지며 세부사항은 나라
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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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비행을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세계 드론 시장은 2015년에 그 규모가 80억 달러로 조사되었고 2020년에는 100억 달러로

▶12kg 이하 기체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승인이 필요하다.
▶12kg 초과 기체는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18개) 을 비행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불필요하고
대부분 승인이 필요하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www.one
sto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항공촬영의 경우 국방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항공사진촬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도 농업 분야는 전체 상업용 무인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현재는 비료, 농약 살포에 사용되는 농업 용도, 항공촬영 용도의 드론
이 주로 시장이 형성되어있지만 향후에는 해안/산불/환경 감시 등 용도가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중의 일반적인 드론은 비행시간이 1시간이내, 적재 가능 중량도 30kg 이내로 제한이지만 앞으로
는 배터리 및 탑재 중량을 개선한 드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는 탑재중량 50kg, 비행시간 8시간, 속도 280km 사양의 틸트로터 드론을 2025년 완성 목표로 개발
중이다.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 또는 팩스(민간)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등을 검토 후 허가된다.
▶드론 조종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야간 비행 금지, 육안으로 기체 확인 안 될 시 비행 금지
비행금지 장소: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인구밀집지 상공
비행중 금지 행위: 낙하물 투하, 음주 상태 조종

인도네시아
2015년 교통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hubungan)에 의해 무인기 운영과 관련한 규정, 제한,
허가에 관한 기본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비행 물체의 비행이 금지되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에서 드론을 조작할 수 없다.
▶정부 소속 항공기 등에만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하는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d)에서
드론을 조작할 수 없다.
▶특정 공항의 비행안전구역(Kawasan Keselamatan Operasi Penerbangan)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며,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ATC)의 통제를 받는 지역에서도 드론 조작을
금지한다.
▶150m 이상 상공 역시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정된 공역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지만, 국경
및 해상 순찰, 기상 관찰을 목적으로 한 조작은 특별히 허용할 수 있다.
▶150m 이상 상공에서 드론 조작을 위해서는 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행 계획을
비행일 최소 7일 전에 교통부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드론 자체의 하드웨어 개발 외에 드론으로 획득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
어나 분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식생 활력도 조사, 임분 축적량 조사 등 임업 분야에서 드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축적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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