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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신성모독 공격 잘 넘겨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초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신성모독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대규모 정치 폭풍을 잘 넘겼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

1.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이슬람시위가 열리는 동안 반란과 군사 쿠데타설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정치가 불안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군대와 이슬람기숙학교뿐만 아니라 정적들을 직접 방문
해 분노를 표출하거나 손을 내밀며 이들과 협력하고 이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엔디 부유니 수석편집장은 “지난 8개월간 조코위 대통령이 군의 동요를 억누르
서성철 데일리 인도네시아 대표

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는 상황을 매우 잘 통제했고 정치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정치

△ 이슬람 대규모 시위가 지난해 11월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서 열렸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국회(DPR)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조코위 대통령 공식 트위터]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달구는 ‘빨갱이 망령’의 귀환
최근 야권 지도자들은 조코위를 공격하기 위해 930정변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다시 이슈화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 흔들기가

1965년 발생한 공산주의 쿠데타(이하 930정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영화 상영을 놓고 최근 반공 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연초 이슬람세력의 신성모독 공격을 잘 넘겼으나 최근에는

수세력과 희생자가족·진보세력 간 색깔 논쟁이 뜨겁다. 가

공산당 망령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격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또는 종교와

“930정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이 영화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슬람 성향의 국가수

정치 지도자들의 고의적인 선동으로 촉발됐다.

누르만띠오기 현 통합군사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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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당(PAN)과 번영정의당(PKS)은 다큐멘터리영화 ‘인도네시아공산당의 배반’(Pengkhianatan G30S/
PKI)을 당원들에게 관람시켰다.
이 영화는 930정변을 진압한 군부 측 시각으로 수하르토 집권기인 1984년에 제작됐으며, 이후 수
하르토가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9월 30일 즈음에 상영했다. 이 영화의 줄
거리는 다음과 같다. 1965년 인도네시아는 빈곤이 심화됐고 빈부차도 컸지만 수카르노 대통령은 병
환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은 이런 상황에서 군장성 6명과 장
교 1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공산쿠데타를 시도한다. 이에 살아남은 군장성들이 이들 공산당을 진압
하고 병환 중인 수카르노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이양 받는다. 당시 장성이었던 수하르토는 이
쿠데타를 진압한 후 정권을 잡고 32년 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했다.
족자에 있는 가자마다대학교(UGM) 평화안보연구소의 나집 아즈짜 소장은 ‘빨갱이 공포’를 다시
끌어온 이유가 2019년 대통령선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공산당 이슈는 효과적인 정치 마케팅 전
략이라고 말했다. 나집 소장은 조코위와 경쟁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정적들이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돈만 주면 누구든 공격”… 당국, 가짜뉴스 공장 적발
차기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인도네시아 유명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이른바 ‘가짜뉴스 공장’을 차려

△ 여러 오토바이 공유서비스 업체 자켓을 입은 사람들이 감비르역 앞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
사진]

사회

반대 인사를 공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최근 현지인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사라센’(Saracen)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부터 자체 뉴스포털과 페이스북 그룹 기능 등을
이용해 특정인과 단체, 경찰 등 공공기관을 겨냥한 가짜뉴스와 증오 발언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는 대기오염, 교통난, 인구과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남중국해 나뚜나 제도 소유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자카르타, 세계 3대 대기오염 도시... PM2.5 기준치 3배
지난 9월 16일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는 그린피스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 세계

인도네시아 경찰청 관계자는 “사라센은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이에 맞는 필자를 고용해 가짜
뉴스를 제작, 배포하고 한 차례 7천500만 루피아(약 642만원)씩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가 진행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사라센의 ‘고객’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와 사라센이 올린 수익의 전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지난 9월 15일 측정치 기준으로 자카르타가 중국 수도 베이징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함께 세계 3대 대기오염 도시라고 보도했다. 또 지난 8월 중순에는 터키 수도 앙카라와
파키스탄 북동부 도시 라호르에 이어 자카르타가 3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로 나타났다.

체적인 규모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유력 대권주자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를 의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초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
다. WHO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가 연 평균 10㎍/㎥, 일 평균 25㎍/㎥이다. 자카르타는 대기 중 미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
사한다. 페이스북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2억6천만명)의 44.2%에 달하는 1억1천500만명이 페이스
북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치의 3배에 달했다. 자카르타 찔란닥, 스띠아부디, 빤쪼란, 빠사르밍구 등
지역이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2016년 자카르타에서 폐렴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41,05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급증했으나 자카르타 주정부 당국은 초미세먼지 대응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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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중심에 위치한 호텔인도네시아 앞 분수대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 나뚜나해에 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사진: 조코위 대통령 공식 트위터]

인도네시아와 중국 나뚜나 제도 소유권 분쟁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남중국해 나뚜나 제도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5월과 6월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남중국해 나뚜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을 향해 총격을 가해 외교적 갈등을 빚었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민 한 명이 총상
을 입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나뚜나 제도에 전투기와 구축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강경 조치로 맞섰고, 지난 7월에는 해당 해역을 '북나뚜나해'로 명명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월 25일에 자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리아우 주 나뚜나
제도 주변 해역을 북나뚜나해로 명명한 조처에 공식 항의했다. 중국은 나뚜나 제도 주변 해역이
자국령인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로 이 해역을 “중국 어민의 전통적
어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남해 9단선은 1940년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경제
조코위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 둔화 극복이며, 이에 실패할 경우 2019년 대선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일본과 중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들도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 둔화 극복
조코위 대통령이 이슬람 대규모 시위와 과거사인 인도네시아공산당(PKI) 논란 등 정치폭풍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취임 초부터 이어지는 경제성장 둔화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
신은 2019년 대선에서 재선 노리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지난 2년간 이어지고 있는 경제성장 둔화가
먹구름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코위의 다른 업적까지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리인하와 인프라 개발 등 전통적인 경제부양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실
물 부문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위축은 2019년 재선 가도에 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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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 될 수 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여론조사기관 사이풀무자니연구소의 다야디 하난 연구원
은 “경제실적 부진은 2019년 대선에서 정적들이 조코위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실적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 가량이었고 이는
조코위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리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정치적 도발에
직면해 패기를 보여주었지만 정적들을 상대하느라 경제 부양을 위한 감각을 잃었다고 우려를 나타
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료 두 명은 2019년 대선에서 성공하려면 지금 과감한 조치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영은행 BCA의 데이빗 수
무알 수석경제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과 농민보조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중하소득층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됐고, 고소득층은 정부가 강하게 조세를 집행하자 경제활동을 줄였다고 말했다. “문
제는 불확실성이다.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 부양 위해 2개월 연속 금리인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지난 9월 22일 기준금리인 7일 물역레포금리를 4.5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인도네시아는 대출과 소비 증가세가 정체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상태이며,
이에 BI는 경제성장률을 부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
달에도 금리인하를 예상하지 못했다. 앞서 BI는 올 8월에 기준금리를 4.75%에서 4.50%로 0.2%포인
트 인하했다. BI는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2016년 이후 기준금리를 2%포인트 인하했다.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BI는 8월 인플레이션이 3.82%(y/y)로 양호했고, 연말까지 갑작스런 인플레
이션 상승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적자가 관리되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있
었다고 설명했다. BI는 이번 금리인하로 은행 대출이 증가해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를 기대했다. 인

△ GoPay 웹사이트 캡처 [데일리인도네시아]

도네시아는 지난 1년간 경제성장률이 5.0% 대에 머물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
이 금리를 내리고 대출이 증가하려면 2~3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젝, 다음 상품은 ‘결제서비스’
차량호출서비스기업 고젝(Go-Jek)이 차기 사업으로 결제서비스사업(payments business)에 주력

BI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17년에 5.0~5.4%, 2018년에 5.1~5.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할 계획이다. 안드레 술리스띠요 고젝 사장은 인도네시아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성공을 인도네시아에서 재현할 것이
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드레 사장은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선도하는 알리바바와 텐젠트 같은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드레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 많지만, 휴대전화 보급률과
이동통신 가입 비율이 높아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지불서비스 도입을 위한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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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했다. 페이팔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현금지불을 선호했고, 응답자

수타공항-자카르타 시내 연결 공항철도 11월 개통

의 70% 이상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지불 수단으로 현금을 꼽았다. 하지만 현재 휴대전화 보급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이하 수타공항)과 자카르타 시내를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오는 11월 개통

률과 이동통신 가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수년 간 인터넷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 예정이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공항철도는 2015년 6월 착공해 9월 현재
80% 가량 진행됐고, 지난달에 국영철도회사 KAI가 열차 10량을 인도받았다. 수타공항철도는 제2공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투자 지난 5년간 60배 증가

항관리공사와 KAI가 합작한 회사인 레일링크(Railink)가 운영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난 5년 간 60배가 증가했다고 구글과 AT 끼아르니의
공동조사에서 밝혀졌다. 구글 영업전략책임자 미프자 무자얀 씨는 지난 9월 19일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5년 간 벤처 캐피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투자액이

연장 36km의 공항철도는 수타공항과 남부자카르타 망가라이역까지 45분에 연결하며, 교통정체
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동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6년에 14억 달러였으나 2017년 1월부터 8개월 간 30억 달러로 급증했다. 구글 인도네시아의 또니
꾸스겐 이사는 “올해 투자액이 이미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앞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서부자바 빠띰반 항구 건설 자금조달 문제 ‘물꼬’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서부자바주(州) 수방 지역의 빠띰반 항구 건설
자금으로 사용할 차관에 관한 논의를 올해 10월 마무리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에 착수할

‘2017 인도네시아 벤처 캐피탈’에 관한 조사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됐고,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환경이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운송 부문에서 성장 잠재력이

예정이다. 앞서 부디 장관은 JICA가 빠띰반 항구 건설을 위해 소프트론 17억 달러를 10년 유예,
40년 상환, 금리 0.1%의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내년 3월부터 자동차전용부두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공사를 시행할 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부는 국가자산운영국
(LMAN)과 협력해서 토지수용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수용 비용으로 5천억 루피아를 배정하
고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교통부와 국가자산운영국은 항구 부지를 공시하고 주민들에
게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를 금지했다.
항구 건설 비용은 총 43조5천억 루피아로 추산되고, 비용의 71%를 JICA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한다. 빠띰반 항구는 1차로 2019년까지 20피트 컨테이너 150만 대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2027년에 전체가 완공되면 750만 대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빠띰반 항구는 자카르타, 버까시, 까라왕 등지에서 생산되거나 이곳으로 공급되는 화물의 운반을
위한 목적이며,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딴중쁘리옥의 물동량을 분산하게 된다. 빠띰반은 자카르타
에서 동쪽으로 160km, 까라왕 공업단지에서 80km 떨어진 자바섬 북부해안에 위치했다. 자카르타,
버까시, 까라왕 등지에는 일본 자동차, 전자, 기계, 부품 생산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 자카르타 스망기 인터체인지 공사 현장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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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여하는 자바횡단 준고속철 물꼬트나
자바횡단 준고속철 프로젝트는 자바섬 서단 자카르타와 동단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연장 700km

한편, 내년에 이 공항의 인근 수방 지역에 빠띰반 국제항구의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카르타
와 수도권의 산업과 상업시설이 서부자바 북부해안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공사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 1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은 최대 시속 160km로 운행해 두 도시를 약 6시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철도로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가려면 평균 12시간이 걸린다.
부디 까르야 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15일 새로운 선로를 건설하지 않고 기존 선로를 업그레이드
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술응용평가국은 일본 측과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새 선로를 놓아야 운행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부디 장관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중국 참여하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난항
중국은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142km 구간을 잇는 고속철 건설사업을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
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작년 초에 고속철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
에 들어갔지만,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토지수용 절차와 중국의 자금 지원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CGV 그랜드 인도네시아 상영관의 스크린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하지만 최근 서부자바와 반둥 지방정부가 지난 7월 31일과 9월 7일에 잇따라 부지허가를 발급해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중국 측에 차관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중국개발은행(CDB)은 고속
철 건설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59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
젝트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기업들의 컨소시엄인 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KCIC)가 진행한다.

꺼르따자띠공항 내년 개항.. 서부자바 지역 발전 기여
서부자바주 마잘렝까 군에 건설 중인 꺼르따자띠 국제공항이 내년 상반기에 개항할 예정이다.
꺼르따자띠 국제공항은 자카르타 동부 외곽지역에서 육로로(교통 흐름이 원활할 경우) 1시간 정도
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의 승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이 공항이
위치한 서부자바 북부해안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꺼르따자야 공항은 우선
국내선 10개 노선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연결하는 국제선 4개 노선
이 운항될 예정이다.
성지순례자 전용 출입국 공항으로 활용할 계획인 이 공항은 특히 자바섬 서부 지역에 사는 성지
순례자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에서 성지순례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정식
성지순례 ‘하지’(Haji)와 약식 성지순례 '움로'(Umroh)가 연간 1,000만명에 육박한다.

“CGV 인니, 올해 관객 1천만 돌파…최단기간”
CJ CGV가 인도네시아에서 9개월 만에 연 관객 1천만 명 돌파 기록을 세웠다. CJ CGV의 해외 법
인인 CGV 인도네시아는 지난 13일 올해 누적 관람객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CJ CGV
는 2013년 1월 현지 극장 체인 블리츠 메가플렉스(Blitz Megaplex)를 위탁경영하면서 인도네시아 시
장에 진출한 후 지난 1월 CGV로 브랜드를 전환했다. CGV가 위탁경영을 맡기 전인 2012년 약 400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연 관객 수는 2015년 700만 명으로 늘었고 작년 12월에는 사상 최초로 1천만 관
객 돌파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작년보다 3개월이나 빠른 속도로 1천만 관객을 달성하며 가파른 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CGV 인도네시아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에 힘입어 2012년 진출 당시 9개 극장, 76개 스크린에 불과
했던 사업 규모를 5년이 지난 지금 35개 극장, 233개 스크린으로 늘리면서 현지 2위 극장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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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자카르타 복합건물 ‘라자왈리 플레이스’ 착공
포스코건설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업무지구(CBD) 내 건설하는 ‘라자왈리 플레이
스(Rajawali Place)’ 복합건물의 착공식을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화교기업인
라자왈리 그룹이 발주한 것으로 자카르타 시내의 옛 포시즌 호텔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신축 공사를
통해 지하 5층, 지상 27층·55층 높이의 호텔과 고급 레지던스 아파트, 오피스 등의 건축물 2개 동을
짓는 것이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며 약 3억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엑시언트 500대 공급계약…역대 최대 물량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대형트럭 엑시언트 5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20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상용수출사업부 이인철 전무, 인도네시아 현대차 상용 대리점 호키사
(社)의 이키 위보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시언트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엑
시언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창 진행 중인 바다 매립지 건설 현장에서 쓰일 예정이다.
△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하나금융투자, 반둥 ‘한국마을’ 조성 금융자문
인니 MUI,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할랄 인증

하나금융투자는 서부자바주(州) 주도 반둥에 조성되는 ‘한국마을’과 관련해 금융자문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의결기구인 울라마협의회(MUI)가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 3종에 대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지난 9월 21일 아르타그라하 네트워크 그룹(AG Network Group) 부동

할랄(Halal) 인증을 부여했다. 지난 9월 28일 삼양식품측에 따르면 MUI는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

산 부문 회장인 부디 산또소와 만나 한국마을 조성을 포함한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자문을 맡

으로, 국내 라면 생산업체 중 MUI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인증 제품은 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

기로 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음면, 쿨불닭볶음면 등 총 6개 제품이다.
반둥에서는 축구장 18개 크기에 해당하는 4만평 규모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예술문화공원 등을
삼양식품은 세계 2위의 라면 소비국인 인도네시아 수출 증대를 위해 다른 불닭 브랜드와 과자
제품의 MUI 할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MUI 인증은 세계

포함하는 ‘끼아라 아르타 파크’(Kiara Artha Park)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AG네트워크그룹은 이
‘끼아라 아르타 파크’ 안에 한국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식품시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할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885억원으로, 이중 동남아시아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100억원대에 달했다.

AG네트워크그룹은 은행을 포함해 총 4개의 상장사가 속해 있다. 금융중심지인 자카르타의 핵심
상업지역(SCBD)지구를 개발했으며, 대형쇼핑몰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건물 등 일대의 주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 라면에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돼 논란과 함께 현지에서 한국 라면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대우조선, 300억원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창정비 수주

은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 최대

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 처분을 내렸다. 불닭볶음면 등 한국 라면은 매운

선박제조회사 PAL사와 함께 현지 해군으로부터 209급 잠수함 ‘차크라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맛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취향에 맞아 최근 현지 판매량이 급증했다.

계약금액은 약 300억원이다. 이번 계약은 현지에서 금융조달이 완료되는 올해 말 발효되며, 잠수함
인도는 202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창정비는 기존에 운영하던 잠수함을 통째로 분해해 내부 부
품을 새롭게 교체해 성능을 높이는 개조 공사다. 처음부터 새롭게 건조하는 신조 작업보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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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언론 동향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산림환경부, PNT(입목축적대체세) 징수를 가동할 계획

- 2017년 2월 25일 안따라뉴스

산림환경부는 생산림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PNT(입목축적대체세) 징수를 다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토요일 반둥군에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국 뿌뜨라 총국장은 세외수입이 줄어
든 원인을 목재 이용 사업의 불황으로 설명하며 2016년 목재(hasil hutan kayu) 세외수입이 2조 7천
△ 2018 아세안게임 개막 1년을 남겨놓고 열린 카우트 다운 기념식 [사진: 조코위 대통령 공식 트위터]

억 루피아로 2015년 3조 5천억 루피아보다 감소했으며 국회의 목표액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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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뜨라 총국장은 반둥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목 가격이 낮아 회사들이 생산량 늘리기를 꺼

현장 업무 수행이 활기를(refresh) 띠도록 이사회 결정서 No.143/KPTS/DIR/ 2017에 따라 지사장

려하고 생산지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점점 높아져 간다며, 다른 요인으로는 IPK(목재

과 비서관을 포함해 95% 현장 직원이 영림공사 신 조직 체계의 직위 구성으로 채워질 것이다. 데날

이용허가), IPPKH(산지임차사용허가), HGU(농장사업이용권)자와 penyiapan lahan HTI(산업조림

디 사장은 규율 준수, 규정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과 불법 징수 타파 등에 대해 강조하였다. 각 관리

임지 준비)에는 PNT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자(official)가 두 단계 밑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뿌뜨라 총국장에 따르면, PNT 징수는 2015년 12월부터 법적보호(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에서 폐지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PNT 활성화의 법적근거는 국회와 논의될 산림환경부 세외수입에
관한 법령(PP PNBP LHK)이 될 것이다.

이탄지복원청, 미국으로부터 530억 루피아 원조유치

- 2017년 3월 7일 리아우온라인

이탄지복원청(BRG)이 인도네시아에 실행 사무소를 두고 있는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Indonesia(MCA-Indonesia)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534억 루피아(미화 4백만 달러)의 공적원조자금을
받는다. 현금 형태로 지원되는 무상원조는 2020년 완료되는 조코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

뿌뜨라 총국장에 의하면 세외수입원 확대는 비목재물 이용, 환경 재화 이용(축산, 양식업)과 혼농
임업 이용까지 확대될 계획으로 첫 단계로 공기업(BUMN)인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임지에서(옥수

해 사용된다. 지난 2017년 3월 6일 나지르 푸앗 청장은 이번 원조자금은 지방에 있는 이탄지복원팀
기관 역량강화와 이탄지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 양봉 등)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외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한 이탄지에 대한 지식 포털 향상, 이탄지 경영, 수문
영림공사 무하맛 수박자 이사는 비목재에 대한 징수 계획을 이해하며, 비목재물을 생산중인 주민

측정 시스템 개발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MCA-Indonesia가 작성한 Muaro Jambi, Tanjung Jabung

들과 소통하며 홍보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림공사 또는 파트너에게 징수는 문제가 없지만

Timur(잠비), Kubu Raya(서부 칼리만탄)에 있는 생물리학, 사회, 법, 행정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영림공사 임지에서 경작하는 주민들에 대한 징수와 관련해 다소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

탄지 지도 사용도 포함이다.

라고 전하였다. 영림공사는 주민들의 수확에 대한 징수는 면제해 주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산림
환경부, 공기업부 등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antaranews.com/berita/614609/klhk-berencana-aktifkan-kembali-pungutan-pnt

효율성위해, 영림공사 633개 직위 축소

- 2017년 3월 7일∼13일자 아그로인도네시아 Vol XIII No.630

국영 영림공사가 7개 부에서 5개 부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633개 직위가 없어지며 더욱
더 슬림,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데날디 영림공사 사장은 지난 3월 1일(수) 자카르타 영림
공사 사무실에서 영림공사 조직체계에 새롭게 임용된 29명에게 영림공사 IA급과 IB급에게 임용장
을 수여하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긍정적으로 회사 실적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주요 focus 중 하

중부 칼리만탄의 Pulang Pisau, 남부 수마트라 Ogan Komering Ilir, 서부 칼리만탄의 Kubu Raya
지역 이탄지 수로 막기 등에 기술적 지원에도 사용될 것이다.
이탄지 케어 빌리지(Desa Peduli Gambut) 프로그램 이행에서 스마트 러닝과 연습, 이탄지 보전
통합 운용 모델인 MCA-Indonesia의 녹색 번영 프로젝트(Proyek Kemakmuran Hijau)도 주민들과
연계할 것이다.
http://www.riauonline.co.id/riau/read/2017/03/07/wow-badan-restorasi-gambut-terima-bantuanrp53-miliar-dari-as

나로 the right people on the right place에 배치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 리더가 팀과
협업하며 혁신으로 단순화(간소화)하는 업무 원칙을 적용해 ONE Perhutani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
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협력사업지인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에서 세계 숲의 날 기념 학생
워크숍 개최 - 2017년 4월 3일, 레퍼블리카
http://www.republika.co.id/berita/nasional/umum/17/04/03/ont9dl294-bw-kenalkan-campuran-

임용장 수여에 앞서 각각 업무 목표와 관련된 경영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간 엄중한 업무 수행 평가를 통해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교체될 것이라고 데날디 사장은 강
조하였다.

bahan-bakar-jet-kepada-siswa-sd

26

Chapter Ⅰ - 지금 인도네시아는 27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7년 통권 4호

산림 모라토리엄 연장

- 2017년 5월 16일∼22일자 아그로인도네시아, No.639

경우 법적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 3차례 연장이 되었음에도 정책의 득실을 따지는 총괄적인 평가
가 없었다. 모라토리엄은 허가권자가 임지를 경영할 수 없으니 오히려 불법 훼손을 부추길 수 있다
며 정부가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임지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없으므로 불법 개간뿐 아
니라 2015년 예와 같이 산불도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이득
은 무엇인가 반문한다.
http://agroindonesia.co.id/2017/05/moratorium-hutan-diperpanjang/

유럽연합 팜 오일 결의안에 대응, 말레이시아와 손잡을 것

- 2017년 4월 18일 브리따사뚜

정부는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신규 산림개발 허가권 발급을 잠정 중지하는 산림개발 모라토리
엄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정하였다. 그러나 6년 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없어 그동안 ‘붙여넣기’의 성격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불이익이 많다면, 이 정책이 연장되
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림개발 모라토리엄에 관한 대통령령 No.8/2015은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종료되었으나 산림환
경부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산림개발 모라토리엄에 관한 대통령령No.10/
2011을 연장한다고 확정하였다.
지난 5월 12일, 산림환경부 밤방 사무차관은 시티 누르바야 장관이 연장 공문을 대통령궁으로 송

△ 팜: ANTARA FOTO/Antara

부, 진행 중으로 “모라토리엄은 확실히 계속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밤방 사무차관에 의하면, 이번
모라토리엄 연장 정책은 내용면에서 지난번과 같으며 예외조항도 같다; 지열에너지, 석유와 천연
가스, 전력, 벼와 사탕수수 재배농지, 산림이용허가 연장과/또는 기허가가 있는 임지 이용, 생태계
복원 사업지이다.

유숩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유럽연합 의회의 팜 오일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말레이시아 등 팜
오일 생산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숩 깔라 부통령은 유럽 국가에 팜 오일 수출을 금
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은 처음 겪는 일도 아니며 지난 90년대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인니산 팜 오
일이 유럽 시장에 수입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NGO 입장에서는 대통령령 내용이 같은 것과 임지와 이탄지가 농장이나 광산으로 이용되는 것에
도 불구하고 농업부와 광물자원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번 비판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
하였다. 지속가능한 마다니 재단 뚜구 수르야 사무차장은 “비 입법 문서로, 대통령령은 불이행을 할

“팜 오일 문제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며,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지만 그 연
구 결과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90년대 일인데, 그 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이 함께 몇몇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등 공동 노력이 있었습니다.”라고 지난 4월 18일 부통령이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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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건강상 이유를 든 것은 핑계일 뿐, 팜 오일이 수입되어 해바라기씨유 등 유럽에서 생산되는 식물
성 기름의 판매가 줄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였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뚜낙 자연관광공원 방문
- 2017년 6월 5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홈페이지

이번 유럽연합의 결의안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포럼을 결성, 외교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팜 오일 농장 개발과정에서 산림훼손이 진행된다는 문제점 제기와 관련, 암란 술래이만 전 농업
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팜 오일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매우 위험한 일로
간접적으로 산림황폐화를 야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암란 전장관은 팜 오일 산업 종사자
가 천 백만에서 삼천만 명으로 CPO 가격이 하락하면 팜 농장 종사자들이 대체 생계수단을 찾아
나설 것이고 결국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http://www.beritasatu.com/ekonomi/425961-lawan-resolusi-sawit-ue-indonesia-akan-gandeng-malaysia.html

산업부 장관, 조코위 대통령에게 서한 보내 이탄지 보호법 개정하도록 건의
- 2017년 5월 21일 사윗인도네시아

△ NTB 주 롬복 뚜낙 산림휴양 생태관광 사업지 기념식수

에르랑가 하르또노 산업부 장관은 이탄지 생태계 보호와 경영에 관한 정부령 PP57/th2016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서한을 지난 3월 30일 날짜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보냈다. 공문 내용에 에르랑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가 NTB주 롬복 뚜낙 자연관광공원을 방문, 건설 중인 시설물

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날짜 공문을 통해 산림환경부 시티 장관과 소통하였으며 이탄지에 관한

을 시찰하였다. 이번 방문은 2013년 10월 12일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

법령의 적용과 시행이 펄프 앤 페이퍼와 팜 오일 산업에 경제적인 측면과 노동력 흡수, 투자면에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와 한국 산림청이 진행하는 산림휴양·생태관광 조성사업을 시찰하기 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5월 18일 Focus 워킹 그룹 회의에서 전달하였다.

것으로, 방문자센터, 다목적센터, 나비체험관, 캠핑장, 트레일 로드, 게스트 하우스 조성과 역량강화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PP57/th2016에 대한 개정과 관련 산업부 장관은 세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첫째 탄소배출을 최소
화와 산불예방을 위한 신기술 이탄지 경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팜 농장과 산업조림 허가권자들이
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 두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PP No71

이번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방문단에는 오기표 한인니산림센터장, 임영석 임무관, 최선덕
산림조합중앙회 실장, 윤경일 산림조합중앙회 인니법인장 등이 참석하였다.

tahun 2014 jo. PP No 57 tahun 2016에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 것, 셋째 경작용도 변경 적용이 이미
검증된 교체 토지 준비가 확정된다는 조건하에서 이탄지 보호 용도가 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영사에서 산림환경부 NTB주 자원보전소 소장 위다다 박사는 현재까지 양국 협력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물 건설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과 관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훈련도 함께 진행

PP57/th2016의 시행은 직간접적으로 394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팜과 임업분야

되며 앞으로 휴양생태 관광지 홍보, 마케팅, 운영 등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투자등급을 하락시키는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https://sawitindonesia.com/rubrikasi-majalah/berita-terbaru/kirim-surat-ke-presiden-jokowimenperin-usulkan-revisi-pp-perlindungan-gambut/

조태영 대사도 한국 국외투자 1호는 인도네시아 산림분야로 양국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는 산림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는 자이눌 마지 NTB 주지사를 예방하는 자리
에서 뚜낙 사업지역 접근로 등 인프라 구축에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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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 사업지 시찰 후 조태영 대사 일행은 뚜낙 사업지 방문자 센터 앞에 기념식수(끄따빵 나
무) 행사를 가졌다.
http://ksdae.menlhk.go.id/info/754/kunjungan-duta-besar-korea-selatan-ke-twa-gunung-tunak.
html

프레드리쿠스 군수는 모든 것이 파푸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 마이
티 얼쓰와 같은 외국 NGO가 머라오케와 보벨 디굴 지역 울라얏(전통적으로 주민이 갖고 있는 권
리) 지역에 팜오일 농장 건설에 대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NGO) 2차 데이터 또는 일부에서 들은 정보만을 갖고 우리와 협력중이 회사의 고위층에 전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마이티 얼쓰 NGO를 압박하기 위해, 머라오케 군수가 미국 대사의 도움을 요청
- 2017년 10월 2일 사윗인도네시아

프레드리쿠스 군수는 미국대사를 통해 마이티 얼쓰와 같은 외국 NGO가 더 이상 네거티브 캠페
인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행법을 준수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파푸아 지역 팜농
장 건설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세바스티아누스 파푸아 전통 주민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네거티브 캠페인으
로 주민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타격을 입어 팜농장 건설을 중단하고 주민용 플라스마
농장이 시행되지 않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하였다. “우리는 울라얏 권리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플라스마 농장의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도
파푸아외 지역의 국민들처럼 발전하고 싶다”고 전하였다.
세바스타이누스 회장과 8명의 울라얏 권리자는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파푸아 발전에 능동
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환경운동연합(KFEM) NGO도 파푸아 토지경영에 간섭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마이티 얼쓰, KFEM을 포함하여 기타 NGO등 우리를 돕기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 지역에 초대하여 주민발전에 힘쓰고 있는 지역정부와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다.
* 플라스마 농장 : 팜농장 개발허가권을 가진 회사가 허가면적의 20%를 주민을 위해 플라스마
농장(팜농장)으로 개발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
https://sawitindonesia.com/rubrikasi-majalah/berita-terbaru/ditekan-lsm-mighty-earth-bupati-

프레드리쿠스 겝제(Frederikus Gebze) 머라오케 군수는 자카르타 주재 미대사관을 통해 마이티
얼쓰 NGO(Mighty Earth)가 파푸아 주민의 토지 권리(울라얏)에 대해 간섭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전하였다.
현재, 머라오케군과 보벨 디굴(Bovel Digoel)군은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주민들을 걱정시키는
마이티 얼쓰와 같은 NGO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 두 지역은 이미 투자지역으로 우리도 투자자
들에게 오픈했으며 모든 건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머라오케 군수는 지난 금요일(2017년
9월 29일) 자카르타에서 미국대사관 방문 후 기자들에게 설명하였다.

merauke-minta-bantuan-kedubes-am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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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회, 투자를 방해하는 외국 NGO에 강력히 대처하기를 요청
- 2017년 10월 9일 템포, 리뿌딴 6, 메트로뉴스

플라스마 농장 건설의 선결조건인 조합을 결성했으나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외국 NGO
가 네거티브 이슈를 퍼뜨려 현장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중 하나가 코린도로 이미
23년간 협력하고 있으며 팜농장 개간에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지역의회 대표는 산림환경부에게 산림환경부, 외교부, 무역부간 팀을 조직하여
외국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외국 NGO에게도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지역의회 제2위원회 의장은 “파푸아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방해하는 외국 NGO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산림환경부 계획국 유유 라하유 총국장 직무대리는 현재 그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전략
방향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
이 파푸아 주민의 열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말하였다.
https://inforial.tempo.co/info/1000072/dpd-minta-lsm-asing-pengganggu-investasi-ditindak-tegas

우스만 삽따 오당 지역의회(DPD) 의장은 제2위원회에 조속히 산림환경부 장관과 면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외국 NGO때문에 파푸아의 많은 주민이 힘들어 한다는 파푸아 주민의 민원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미국 NGO인 마이티 얼쓰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압박하였다. 후속조
치로 파푸아 머라오케와 보벨 디굴군 울라얏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10월 5일 망갈라 와나박띠 산림
환경부를 방문하였다.
프레드리쿠스 군수와 파푸아 주민 대표, 파푸아 지역의회 의원은 국가 팜산업에 대해 블랙 캠페
인을 벌인 외국계 NGO에 대해 경계하자고 국민과 정부에 요청하였다.
외국 NGO는 매우 불량하며 각자의 의제를 갖고 행동하므로 정부와 국민이 경계하여 국민과
지역경제에 손해를 입히지 말자고 전하였다. “우리는 지역의 대표로서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항하
는 선두주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라며 현지주민들은 파푸아 플라스마 농장 경영에 중앙정부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외국 NGO의 방해로 투자회사가 주민을 위한 플라스
마 농장 건설의 행동반경을 좁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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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롬복의 만달리카는 차세대 발리가 될 수 있을까?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관광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에서 국가개발을 위해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산업분야이다.
2015-2019년 인도네시아 국가중기개발계획은 2015년 9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9년까지
2천만 명으로 늘리고, 관광산업의 GDP 비율을 4%에서 8%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가 관광경쟁력
순위를 높이고 관광 산업 종사자수를 2백만 명 증가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발리 외의 인도네시아 관광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국에도, 2017년 상반기 예능프로그램
‘윤식당’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롬복이라는 섬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광지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롬복은 인도네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익히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인도네
시아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조용하고 아늑한 신혼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2016년 “세계 최고 할랄 신혼여행지(World’s Best Halal Honeymoon Destination)”
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명성을 얻었고 해외의 많은 언론이 롬복을 “허니문을 위한 10대 파라다이
스”, “세계 10대 최고의 여행지”(이상 론리플래닛),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섬 베스트3”
(영국 BBC), “아시아의 베스트 해변”(콘데나스트), “숨막힐 듯 멋진 비밀의 섬”(뉴욕타임스)으로
표현하며 최고의 찬사를 보낸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에서도 롬복의 아름다움이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롬복 남쪽의 Kuta(꾸따)지역을 만달리카(Mandalika) 리조트 개발
사업지로 지정을 하고 내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달리카란 이름은 롬복 지역 만달리카 공주의 설화에서 따온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아름다운
만달리카 공주가 자신을 차지하기 위한 왕자들이 전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꾸따지역에 있는 바닷가
에 빠져 냘레(Nyale)라 하는 갯지렁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를 기리기 위하여 만달리카
지역 해변에는 만달리카 공주와 그 왕자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다.

△ Seger 해변에 있는 만달리카 공주 동상 [출처 : KOMPAS 신문]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만달리카 지역을 개발한다는 뉴스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198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한 롬복 지역, 특히 꾸따해변이 있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만달리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롬복의 낙후된 인프라와 국내외 투자의
부재로 오랜 기간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이 흘렀다.
2007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달리카 사업권을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두바이 개발기업(Dubai
Development Corporation)에 팔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되팔게 되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투자의 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2011년에는 롬복 신국제공항이 개항하고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만달리카 리조트 사업의 기공(groundbreaking)을 알렸지만, 그
이후로도 성과는 미비했다. 하지만 당시의 만달리카 사업 계획이 지금까지 유효한데, 이 계획은
롬복 꾸따지역 약 1,035㏊ 지역에 호텔, 리조트, 워터파크 등을 계획하여 미화 30억 달러(약 한화 3조
5천억원)를 투자하는 것이다.
만달리카 사업은 인도네시아 관광 공기업인 인도네시아관광개발공사(Indonesia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ITDC)가 총괄하고 있는데, ITDC는 前 발리관광개발공사(Bali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로 발리지역의 고급빌라 지구인 누사두아(Nusa Dua) 350㏊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

36

Chapter Ⅰ - 지금 인도네시아는 37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7년 통권 4호

만달리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게 된 것은 2014년 경제특구로(Kawasan Ekonomi KhususKEK) 지정이 되고나서 부터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11곳의 경제특구는 아래와
같다.
지역이름

주

산업

Sei Mengkei

Sumatera Utara

팜오일, 고무, 관광

Tanjung Lesung

Banten

Palu

Sulawesi Tengah

관광
제조업, 카카오, 고무, 니켈, 철광석, 해초,

Bitung

Sulawesi Utara

등나무
수산업, 코코넛 가공, 제약산업, 물류

Morotai
Maloy Batuta Trans

Maluku Utara

팜오일, 수산가공, 제약산업

Kalimantan Timur

팜오일, 목재가공

Sumatera Selatan

팜오일, 고무, 석유화학

Mandalika

Nusa Tenggara Barat

관광

Tanjung Kelayang

Bangka Belitung Islands

관광

Sorong

Papua Barat

관광, 수산업, 광업

Arun Lhokseumawe

Aceh

석유, 가스, 에너지, 석유화학

Kalimantan-MBTK
Tanjung Api-Api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경제특구 지역에 총 726조 루피아(약 한화 61조원)
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가 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Komite Percepatan Penyediaan
Infrastruktur Prioritas- KPPIP)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이미 221조 루피아(약 한화 18조원)
가 11개 경제특구 지역에 투자 약정이 되었다고 한다.
11개 경제특구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곳은 팜오일, 고무, 석유화학산업 등 개발
을 목표로 하는 남부수마트라 지역의 Tanjung Api-Api 경제특구로 161조 루피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뒤를 16조 루피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 롬복의 만달리카 관광 경제특구가 잇고
있다.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가세 면세 및 감면, 관세감면,
외국인 자산구매 허용, 비자혜택, 사업허가 간소화 등과 같은 투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만달리카 경제특구 마스터 플랜 [출처 : 인도네시아 경제특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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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리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11개 경제특구중 하나이며 2015년 인도네시아 관광부가
지정한 10개 우선관광지역이기도 하다. 이 우선관광지역은 ‘새로운 발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관광부는 이 10개 지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개의 우선관
광지역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지역이름

주

Lake Toba

Sumatra Utara

Tanjung Kelayang

Bangka Belitung

Tanjung Lesung

Banten

Pulau Seribu

DKI Jakarta

Borobudur

Jawa Tengah

Bromo-Tengger-Semeru

Jawa Timur

Mandalikta

Nusa Tenggara Barat

Labuan Bajo

Nusa Tenggara Timur

Wakatobe

Sulawesi Tenggara

Morotai

Maluku Utara

△ 북부 롬복 Tiu Kelep 폭포 [출처 : Wonderful Indonesia 영상]

특히 10개의 우선관광지역중에서도 보로부두르, 만달리카, 토바호수는 공공사업·국민주택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e)의 우선적 투자를 받게 된다. 이 투자는 도로건설, 보건,
공공주택 건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사업으로 2017년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총 7,660억 루피아
(약 640억원)가 투자될 예정이며 만달리카 지역에는 1,700억 루피아 정도가 배정될 계획이다. 관광
부는 이 세 지역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유는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
안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롬복 린자니산 Plawangan 언덕 [출처 : Wonderful Indonesia 영상]

10개 우선관광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 외에도 다양한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및 유럽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설명회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청(Creative Economy Agency)은 10개 지역
홍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영화감독클럽(Indonesia Film Director Club)과 협력하여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엔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최한 2017년 관광홍보영상 대회에서 “Wonderful Indonesia” 작품으로 아태지역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래는 “Wonderful Indonesia”에 나온 롬복과 롬복이 속한
서부누사 가라주(Nusa Tenggara Barat-NTB) 지역의 캡처화면이다.

△ 북부 롬복 Gili Trawangan 섬 [출처 : Wonderful Indonesi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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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롬복 Sembalun Lawang [출처 : Wonderful Indonesia 영상]

△ Pullman 호텔 예상 조감도 [출처 : 인도네시아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리조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여가시설구비를 위해 투자유치 중으로 지난 3월에는 프랑스 Vinci
Construction Grand Projects사와 인도네시아관광개발공사(ITDC)간 MOU를 체결하여 2019년 완공
예정으로 만달리카 120㏊ 지역에 6조루피아 투자하여 모토GP 경주장을 짓기로 하였다. 또한 이슬
람 관광객용 대사원을 건축해 지역문화의 특색도 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워터파크, 놀이공원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색 중이다.

△ 중부 롬복 Mawun 해변 [출처: Wonderful Indonesia 영상]

만달리카 지역은 관광지인 만큼 호텔과 리조트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예정인 곳은 총 6곳이 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호텔은 Pullman Hotel, Royal Tulip Hotel, X2 Hotel 등 세 곳이 있고, ClubMed Hotel, Paramount Hotel, Mozaique
Jiva One Sky Hotel도 2018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9년~2020년 사이 리조트가 완공되면 총
2천개의 객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7년 2월 11일 무하맛 아민 NTB 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특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이며 특히 만달리카 경제특구는 태양열에너지 시설, 해수담수화 시설 등 그린
인프라·그린 에코노미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 만달리카 사원 예상 조감도 [출처 : 인도네시아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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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리카 사업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롬복의 인프라로 발리와 같이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2011년 개항한 롬복
국제공항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현재까지도 한정된 몇 개의 국제선만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동시
수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시간대 수천 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는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롬복 주민들의 낮은 교육수준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롬복의 인구는 300만 명에 이르지만, 일부 주민만이 중고등 교육을 수료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
들이 초등교육까지만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를 하고도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롬복 주민들과 외부인들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롬복이 개발되는 것에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자신들의 터전에 침입하여 생계와 문화를 파괴한다고 보는 주민들도 있다. 이러
한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안은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 2016년 10월 만달리카 사업지의
일부인 130㏊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만달리카 지역 사업허가권을 가진 인도네시아관
광개발공사간 갈등이 빚어졌다. 다행히 2016년 12월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긴 했으나,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지역주민들과의
대민관계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 구축을 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면 보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달리카 사업은 그 아이디어가 잉태되었던 1987년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을 가시적 성과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조코위 정부의 강력한 의지, 관광산업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 발리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과 투자자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도 2015년 만달리카 지역을 방문해
롬복의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롬복이
발리처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관광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조코위 대통령(중간오른쪽)과 무하맛 자이눌 마지 NTB 주지사(중간왼쪽) [출처 : KOMPAS 신문]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장관령
-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또는 사유림에 대한 지속가능
한 생산림 경영평가와 목재 합법성 검증 (NOMOR :
P.30/Menlhk/Setjen/PHPL.3/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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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6년도 증인 및 피해자 보호법 제 64호(2006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64호, 인도네시아 관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장관령
-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또는 사유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림 경영평가와
목재 합법성 검증 (NOMOR : P.30/Menlhk/Setjen/PHPL.3/3/2016) -

보 보충서 제 4635)은 아래 2014년도 제 31호 법령(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293호, 인도
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5602호)으로 개정.
8.	 2008년도 공공 정보 법령 제 14호(2008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61호)
9.	 2009년도 환경 보호 및 관리 관련 법령(2009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32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5059호)
10. 2013년도 산림 훼손 예방 및 근절 관련 법령 제 18호(2013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130호, 인도
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5432호)
11. 2014년도 산업 관련 법령 제 3호(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4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고려사항

제 5492호)
12. 2014년도 마을/도시 관련 법령 제 6호(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7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

1.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P.43/Menhut-II/2014)을 근거로 하여 변경된 산림환경부 장관령
(P.95/Menhut-II/2014)은 허가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림 경영성과 평
가와 목재 합법성 검증에 관한 지침을 확정하였다.
2.	a항에 명시된 장관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수행자는 인증기간과 원자재 인증 의무 이행,
시장 수용 증대 필요성과 관련된 어려움 또는 방해를 받는다.
3.	a항 및 b항에 명시된 판단을 근거로 하여 허가권, 경영권 소유자, 또는 사유림에 대한 지속가
능한 생산림 경영성과 평가와 목재 합법성 검증에 관한 장관령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충서 제 5496호)
13. 2014년도 무역 관련 법령 제 7호(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5512
호)
14. 2014년도 지방 정부 관련 법령 제 23호(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244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5587호)는 몇 번의 법령 개정에 의해 2015년도 법령 제 9호(2015년도 인도네시아 관
보 제 58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5679호)로 개정됨.
15. 2000년도 국가 표준화 관련 법령 제 102호(2000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1999호, 인도
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4020호)

유념사항

16.	2007년도 산림 경영, 산림 경영 기획 및 활용 관련 법령 제 6호(2007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22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4696호)는 몇 번의 법령 개정에 의해 2008년도 제 3호(2008

1.	농림부 기본 규정 관련법령1960년도 제 5호(인도네시아 관보 1960년도 104호, 인도네시아 관
보 보충서 2043호)
2.	회사 등록 요건에 관련법령 1982년도 제 3호(1982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7호, 인도네시아 관
보 보충서 1982년도 제 7호 3214호)
3.	천연 자원 및 생태계 보전 관련법령 1990년도 제 5호(1990년도 49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3419호)
4.	1999년도 임업 관련법령 제 41호(1999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167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3888호)는 2004년도 임업 관련법령(200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86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4412호)으로 개정.
5.	2001년도 파푸아 지방 특별 자치 관련법령 제 21호(2001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135호, 인도
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4151 호)
6.	2006년도 아쩨 정부 관련 법령 제 11호(2006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62호)

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16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서 제 4814호)로 개정됨.
17. 2010년도 영림공사 관련 법령 제 72호(2010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124호)
18.	2014년도 마을 관련 법령 제 6호(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123호, 인도네시아 관보 보충
서 제 5539호)에 관한 2014년도 법령 제 43호
19.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노동부 설립 및 내각 구성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령 제 121호/P는
2015년도 대통령령 제 80/P로 개정됨
20.	2014년도 산림법 집행, 통치 및 목재 제품 무역에 관한 EU와 인도네시아 간의 자발적 파트너
십 협약 비준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 21호(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51호)
21. 2015년도 국무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제 7호(2015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8호)
22. 2015년도 산림환경부에 관한 대통령령 제 16호(2015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제 17호)
23.	임업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39/Menhut-II/2013(2013년
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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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산물 1차 산업 허가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13/Menlhk-II/2015(2015년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473호)
25.	환경부 산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18/MenLHK-II/2015(2015년도 인도네
시아 공보 제 713호)
26.	사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관리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21/Menlhk-II/2015(2015년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830호)
27.	사유림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32/Menlhk-Setjen/2015(2015년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1025호)
28.	생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임산물 관리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42/Menlhk-Setjen/2015(2015
년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1247호)
29.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재 임산물 관리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43/Menlhk-Setjen/2015(2015
년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1248호)
30.	임산물1차 산업 허가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13/MENLHK-II/2015(2015년도 인도네시
아 공보 제 473호)
31.	산업 허가, 확장 허가 및 산업 등록 허가를 부여하는 규정 및 절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41/M
-IND/PER/6/2008(2008년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13호)
32.	환경 및 산림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18/MENLHK-II/2015(2015년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713호)
33.	사유림 임산물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P.21/Menlhk-II/2015(2015년도 인도네시아 공보 제
830호)

b.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
c.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
d. 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
e. 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
f.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g. 복구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HR)
h.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 이용허가(IPK)
i.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에 포함된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j. 가공사업허가(IUI) 또는 가공사업등록증(TDI)
k. 사업자등록증(TDP)
l. 등록된 저장소(TPT)
2.	등록된 저장소(TPT)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당국이 지정한 사업체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가져온 원목 그리고/또는 가공목의 저장소이다.
3.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는 관할 당국이 1인의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1개 장소에
서 원목 그리고/또는 우드칩을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생산물로 가공할 수 있는 허가권이다.
4.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은 개인, 조합 또는 지방 기업이 소유한 사유림 또는 주민 조림지의
목재를 가공하는 산업이다.
5.	가공사업허가(IUI)는 토지나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억 루피아 이상인 목재
가공 산업 허가이다.
6.	가공사업등록증(TDI)는 토지나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 억 루피아 이하인
목재 가공 산업 허가이다.

결정사항

7.	경영권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경영을 위임 받은 임업분야의 공기업이다.

확정 사항 : 허가권, 경영권 소유자, 또는 사유림에 대한 생산림 경영성과 평가와 목재 합법성 검

8. 사유림은 토지권이 있는 토지에 위치한 산림이다.

증에 관한 산림환경부 장관령.

9.	가내수공업(IRT/Pengrajin)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500 만 루피아 이하 그리
고/또는 1명에서 4명 사이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규모 산업이다.

제 1장

10. 소규모 산업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억 루피아 이하인 산업이다.
11.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및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가

총칙

아닌 사업자등록증(TDP) 소유자는 국가 간 목제품을 운송하는 회사이다.
12. 국가인가위원회(KAN)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을 인가하는 기관이다.

제1조

13.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목재 합법성 인증서(S-

본 장관령은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LK), 공급자 준수 선언(DKP) 및 V-Legal 서류,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 결과의 발급 그

1. 허가권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허가를 소유한다.

리고/또는 V-Legal 마크 부착처럼 임업 관련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

a.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

는 시민사회의 개인 또는 인니법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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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는 국외로부터 불법 목제품 반입 방지와 동시에 발신국가
(country of origin)와 원재료 생산국가(country of harvest)로부터 생산물 합법성을 확실히 하
기 위하여 임산물 수입 활동의 법적 준수에 관하여 국내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이다.
1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표준과 지침은 표준,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및 안내서를 포함
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16.	목재 합법성 검증(VLK)의 표준과 지침은 기준, 표준, 지표, 검증 기관, 검증 방법 및 평가, 당
사자(임업 관계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목재/목제품의 합법성을 충족시기키 위한 요건이다.
17.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평가 인증, 목재 합법성

27.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평가 그리고/또는 목재
합법성 검증(VLK)을 위해 위임받은 인도네시아의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28.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평가기관(LPPHPL)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이다.
29.	목재 합법성 검증기관(LVLK)은 목재 합법성 검증(VLK)을 수행하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
(LP&VI)이다.
30. 정부는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또는 기술수행관청이다.
31. 정부 부처는 산림 및 환경 분야에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이다.

(LK) 인증와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통하여 목재 조사와 함께 산림경영의 지속성 그리고/

32. 장관은 산림 및 환경 분야 내에서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또는 목재 합법성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33. 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분야 내에서 임무와 책임을 위임받은 청장이다.

18.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성과를 설명하며, 허가권
소유자 또는 경영권 소유자에게 주는 증명서이다.
19.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는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Pengrajin) 또는 사유림 소유자
가 목재합법성 표준에 충족하는 것을 보여주며,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Pengrajin)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주는 증명서이다.
20.	공급자 준수 선언(DKP)은 요건에 대한 이행 증거를 기반으로 공급자에 의해 수행되는 적합

제 2조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평가와 목재 합법성 검증(VLK)은 평가, 검증,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통해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으로 수행된다.
(2)	1항에 명시된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은 산림관리 개선과 합법목재무역 증진을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 선언이다.
21.	원자재합법성검증(VLBB)은 공급자가 사용하는 원자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

제 ２장

PHPL) 또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산림지역 또
는 기타용도지역 또는 사유림에서 생산된 원자재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목재 합법성 인증

평가 및 검증

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하지 않은 목재 공급자/목제품에 대하여 목재
합법성 검증기관(LVLK)이 시행하는 원자재 합법성 조사이다.

제 1 편: 총칙

22.	임의 점검은 공급자 준수 선언(DKP)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목재 및 목제품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 활동이다.
23.	특별 점검은 공급자 준수 선언(DKP)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것으로 우
려되는 경우 목재 및 목제품의 합법성에 대한 검사 활동이다.
24.	경매목은 경매운송증과 함께 운송되는 경매과정을 거친 발견, 압수, 그리고/또는 약탈에 의해
생긴 임산물이다.
25.	V-Legal 마크는 목재와 목제품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표준 또는 목재 합법성 검증
(VLK)의 표준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 규정을 충족시킨 것을 설명하며, 목재, 목제품, 포
장 또는 운송증에 부착되는 마크이다.
26.	V-Legal서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에 맞게 목재 합법성 검증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간에
운송되는 인도네시아 임가공품에 대한 합법성 문서이다.

제 3조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평가와 목재 합법성 검증(VLK)은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
(LP&VI)에 의해 수행된다.
(2)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 /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
HHK-HT) / 생태계복원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RE)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에
관한 성과평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평가의 표준과 지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평가기관(LPPHPL)에서 수행한다.
(3)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Pengrajin)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검증은
목재 합법성 검증(VLK)의 표준과 지침에 의하여 목재 합법성 검증기관(LVLK)에서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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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항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평가의 표준과 지침과 3항에 명시된 목재 합
법성 검증(VLK)의 표준과 지침은 청장령으로 한다.

f.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에 포함된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g. 가공사업허가(IUI)
h. 가공사업등록증(TDI)

제 4조

i. 등록된 저장소(TPT)

(1) 제 3조에 명시된 평가 그리고/또는 검증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그리고/또

j. 사업자등록증(TDP)를 소유한 임가공품 판매업체

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를 발급받기 위한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

k. 가내수공업(IRT/Pengrajin)

HA)/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HT)/생태계 복원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

l. 사유림 소유자

허가(IUPHHK-RE) 그리고 경영권을 위한 것으로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서 같이
그리고/또는 따로 수행될 수 있다.
(2) 1항에 명시된 평가 그리고/또는 검증은 장관의 명령, 허가자의 신청, 경영권 소유자의 요청
에 의해 실행된다.

(2)	산지임차 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이용허가(IPK) 또는 복구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HTHR) 소지자는 작업계획 승인 이후에 반드시 목재 합법성 인증
서(S-LK)를 보유해야 한다.
제7조
(1)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을 보유하기 이전에, 공급자 준수 선언(DKP)은 아래의 대상에게

제 5조

발급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는 아래의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a. 사유림 소유자

a.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 소유자

b. 가내수공업(IRT/Pengrajin)

b.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 소유자

c. 목재가 아래와 같은 곳에서 공급받는 등록된 저장소(TPT).

c. 생태계 복원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RE) 소유자, 그리고

1)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사유림 소유자 그리고/또는

d. 경영권 소유자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목재 합법성 인증서(S-LK)을 보유한 경영권 소유자

(2) 1항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를 소유하지 못한 허가권 소유자와 경영
권 소유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3)	2항에 명시된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는 한 기간만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1항에 명시된 허
가권 소유자와 경영권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를 의무적으로 보유해
야 한다.
(4)	이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를 소유한 1항에 명시된 허가권 소유자와 경영권
소유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d.	모든 원자재를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사유림
에서 공급받는 가공사업허가(IUI),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그리고 가공사업
등록증(TDI)
(2) 공급자 준수 선언(DKP)이 첨부된 목재/목제품을 사용하는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
(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
(IRT/Pengrajin)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TDP)를 소유한 임가공품 판매업체는 1항에
명시된 공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된 목재/목제품의 합법성을 명확히 해야 할 의
무가 있다.

제 6조
(1) 목재합법성 인증서(S-LK)은 아래의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3)	2항에 명시된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
(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TDP)

a. 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

을 소지한 임가공품 판매업체는 공급자가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를 취득하거나 공급자

b.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

준수 선언(DKP)을 발급하기 위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c.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d. 복구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HR)
e.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이용허가(IPK)

(4)	1항 a에 명시된 공급자 준수 선언(DKP)은 임산물 행정이 정한 운송증 또는 원산지 증명서
(SKAU)를 이용하는 사유림 목재에 적용된다.
(5)	공급자 준수 선언(DKP)의 발급 절차는 청장령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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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 2 편: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 인가 및 지정

(1)	인도네시아 국외에서 사업자가 들여오는 임산물은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 결과를 통
하여 합법성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11 조

(2) 1항에 명시된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 결과는 사업자에게 신고서 발행의 근거가 된다.

(1) 제 1 조 27에 명시된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국가인가위원회(KAN)가 인가한다.

(3)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의 실행 과정과 신고서 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은 청장령으로

(2)	1항에 명시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인가 규정에 따라 국가

한다.
제9조
(1)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

인가위원회(KAN)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2항에 명시된 국가인가위원회(KAN)의 인가를 근거로 하여, 청장이 장관 명의로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을 지정한다.

소(TPT),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TDP)을 소지한 임가공품

(4)	3항에 명시된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의 지정을 근거로 하여 청장이 장관 명의로 V-

판매업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또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

Legal 서류 발급기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목재 합법성 검증기관(LVLK)으로 지정한다.

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원자재를 이용해야만 한다.
(2)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
소(TPT),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TDP)을 소지한 임가공품
판매업체가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가 없는 공급업체나 등록된 저장소(TPT)에서 원자재
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 합법성 검증기관(LVLK)에 의한 조사, 감독 및 재인증을 통해
원자재 합법성 검증(VLBB)을 받아야만 한다.

(5) 4항에 명시된 V-Legal 서류 발급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은 청장령으로 한다.
(6)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서 법령에 맞지 않게 활동을 수행한 경우, 명확한 사실 확인
후 청장은 장관 명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6항에 명시된 법령에 맞지 않은 활동이 행정 위반 외의 위반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는다.
(8) 6항에 명시된 사실 확인에 관한 세부 규정은 청장령으로 한다.

(3)	2항에 명시된 공급업체는 생산 능력이 연간 6,000m3이하인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이고 중소기업이다.

제 3 편: 평가

(4)	2항에 명시된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
(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소유자, 또는 사업자등록증(TDP)을

제 12 조

소지한 임가공품 판매업체는 공급업체 또는 등록된 저장소(TPT)가 목재합법성 인증서(S-

(1)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Pengrajin) 허가권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독립 평가

LK)을 취득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만 한다.
(5)	진행기간, 임산물의 종류, 그리고 원자재합법성검증(VLBB) 이행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은 청
장령으로 한다.

및 검증기관(LP&VI)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성과 평가 또는 목재 합법성 검증
(VLK)은 표준 비용으로 정부부처가 지불한다.
(2)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제 10 조

(IUPHHK-HT)/생태계 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 목재임산물 수집허가

(1)	국가간 임가공품을 운송하는 허가권 그리고/또는 사업자등록증(TDP)를 소유한 사업자는 V-

(IPHHK), 또는 경영권 소유자에 대한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의 지속가능한 산림경

Legal서류를 이용한다.
(2) 경매목과 경매목을 원료로 한 목제품은 V-Legal서류를 받급받을 수 없다.
(3) 1항과 2항에 명시된 V-Legal서류의 발급지침에 관한 세부 규정은 청장령으로 한다.

영(PHPL)의 성과 평가 또는 목재 합법성 검증(VLK)은 청장 또는 청장이 장관 명의로 표준 비
용을 정부부처가 지불한다.
(3)	차후 기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성과 평가 또는 목재 합법성 검증(VLK) 비용은
권리/허가권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부담된다.
(4)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Km)/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생산능력이 연간
6,000m3이하인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등록된 저장소(TPT), 가공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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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I), 산업 등록증(TDI),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소유자 및 사유림 소유자는 목재 합법성
검증(VLK)을 단체 신청할 수 있다

(6)	2항에 명시된 재심 요청과 해결절차 및 3항에 명시된 이의 제기 및 해결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은 청장령으로 한다.

(5)	목재 합법성 검증기관(LVLK)에 의한 1차 감독기간이자 1차 기간의 합법 목재 인증 비용은 사
유림 소유자,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

제 5 편 : 인증서 발급

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마을림 목재
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생산능력이 연간6,000m3이하인 임산물 1차가공 사업

제 15 조

허가(IUIPHHK) 소유자, 가공사업허가(IUI), 산업 등록증(TDI) 소유자의 단체에게는 정부 또

(1)	제3조 2항, 제3조 3항 및 제4조에서의 평가 또는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 평가 및 검

는 합법적이고 구속력 없는 다른 재원에서 지불된다.
(6)	사유림 소유자,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소유자 단
체에 대한 목재 합법성 검증기관(LVLK)의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감독 비용은 생산 전까
지 정부 또는 합법적이고 구속력 없는 다른 재원에서 지불된다.
(7)	5항과 6항에서 명시한 단체의 방법으로 목재 합법성 검증에 대한 세부 규정은 청장령으로 한다.

증기관(LP&VI)은 권리/허가권,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그리고/또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를 발급하고
청장에게 보고한다.
(2)	1항에 명시된 인증서는 청장에 의한 목재 임산물 이용허가(IUPHHK)의 발급 그리고/또는 연
장에 사용된다.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그리고 감독의 유효기간

제 13 조

은 아래와 같다:

평가 그리고/또는 검증을 위한 정부 비용이 제한된 경우, 허가권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a.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

인증서(S-PHPL) 그리고/또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획득 목적의 평가를 위해 제12조 1항에

HK-HT)/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경영권 소유자의 지속가능

명시된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된다;

제 4 편: 이의사항

b.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경영권 소유자의 목재 합법성

제 14 조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된다;

(1)	평가의 모든 과정 그리고/또는 결과에 대한 결정 또는 검증의 모든 과정 그리고/또는 결과에

c.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대한 결정은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통보

(IUPHHK-HKm)/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복구조림지 목재임

된다.

산물 이용허가(IUIPHHK-HTHR) 소유자의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

(2)	허가권, 경영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1항에 명시된 성과평가 또는 검증의 모든 과정 그리고/
또는 결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정부,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 허가권, 경영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는 국가인가위원회(KAN)
에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의 성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인가위원회(KAN)는 국가인가위원회(KAN)에서 규정한 이의 합의 절차에 따라 3항에 명
시된 이의를 해결한다.
(5)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게 평가 또는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된다;
d.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이용허가(IPK)의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감독은 인증서 만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전에 실
시 된다;
e.	모든 원자재에 운송증 또는 목재 운송 허가 서류(SKAU)를 이용하는 목재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의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
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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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생산능력이 연간 6,000m3 초과인 목재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의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
시된다;
g.	생산능력이 연간 6,000m3 이하인 목재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의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
시된다;
h.	투자금 Rp 500,000,000(오억 루피아) 초과인 가공사업허가(IUI) 소유자의 목재 합법성 인증
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된다;
i.	투자금 Rp 500,000,000(오억 루피아) 이하인 가공사업허가(IUI), 등록된 저장소(TPT), 가공
사업등록증(TDI) 및 사업자 등록증(TDP) 소유한 임가공품 판매회사의 목재 합법성 인증
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된다;

제 17 조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평가기관(LPPHPL)은 성과 평가 통과 요건을 충족한 천연림 목재임산
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생태계복
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 소유자 또는 경영권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 인증서(S-PHPL)를 발급한다.
(2)	평가 결과가 “나쁨”으로 지정된 허가권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를 개선
할 기회가 주어진다.
(3)	1항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의 발급은 목재 합법성 검증기관(LVLK)
으로 인가 및 지정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평가기관(LPPHPL)이 수행된다.
(4)	2항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개선 기회가 있는 “나쁨”의 조사결과 기준은 청장
령으로 한다.

j.	사유림과 가내수공업(IRT/Pengrajin) 소유자의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
급일로부터 10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된다;
(4) 3항에 명시된 감독은 허가권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5)	3항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는 적어도 법인명 또는 사유림 소유명,
면적, 위치, 허가/인증/소유권 번호,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명, 발급일, 유효기간, 인증
의 범위 및 인증 등록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6)	3항에 명시된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는 적어도 법인명 또는 사유림 소유명, 면적, 위치, 허
가/인증/소유권 번호,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명, 발급일, 유효기간, 인증의 범위 및 인

제 18 조
(1)	제15조 1항에 명시된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는 목재 합법성 검증표준의 “충족” 등급일 때
발행된다.
(2)	검증결과가 “불충족”일 경우,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Pengrajin) 및 사
유림 소유자는 부적합한 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3)	2항에 명시된 부적합한 내용을 정정한 이후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
Pengrajin) 및 사유림 소유자는 목재 합법성 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증 등록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또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를 발급 받은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및 사유림 소유자는 V-Legal 마크를 부착해야만 한다.
(8) V-Legal 마크 이용에 관한 지침은 청장령으로 한다.

제 19 조
(1)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정부와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
Pengrajin)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평가 또는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 관련 웹사이트와 정부 웹사

제 16 조

이트(http://silk.dephut.go.id)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평가 또는 목재 합법성(LK) 검증

(1)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Pengrajin) 및 사유림 소유자의 공급자 준수 선언(DKP)

의 결과 요약본을 공개한다.

유효기간은 이용 중인 운송서류의 유효 기간과 같다.
(2)	공급자 준수 선언(DKP)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명한 목재 합법성 검증

(3)	목재 합법성 검증 정보 관리는 청장령에 의거한 목재 합법성 정보시스템(SILK)을 통하여 목
재 합법성 검증 정보단에서 수행된다.

기관(LVLK)에서 불시 조사를 실시하며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3)	1항과 2항에 명시된 선언 내용 중 부적합 그리고/또는 허위가 발견되거나 명확히 기대되는 공

제 20 조

급자 준수 선언(DKP) 발급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임명한 목재 합

V-Legal 서류의 발급기관은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

법성검증기관(LVLK)에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허가증(TDI) 소유자 그리고/또는 사업자등록증(TDP)을 소지한 임가공품 판매회사에게 V-Legal
서류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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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모니터링

제 3 편: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의 권리와 의무
제 24 조

제 1 편: 총칙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모니터링 수행과 관련된 기관과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

제 21 조

여된 모든 당사자로부터 제22조 2항에 명시된 전체 과정 데이터와 정보의 취득;

모니터링은 법률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의 인가, 지속가능한 산림

b. 모니터링 수행 중 안전 보장의 획득; 그리고

경영 인증서(S-PHPL),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공급자 준수 선언(DKP), 실사(Uji Tuntas/Due

c. 모니터링 임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 출입 허가의 획득.

Diligence), V-Legal 서류의 평가 및 발급 그리고/또는 V-Legal 마크 부착 등을 위한 임업분야 공

제 25 조

공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의 연속이다.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가 모니터링 임무와 관련된 특정지역에 출입할 경우 신분 또는 모니

제 22 조
(1)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 모니터링은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의 책임(accountability)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행된다.
(2)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 모니터링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인가, 평

터링 기관 소속임을 증빙;
b.	서명한 비밀유지협약서에 의거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기록, 서류 및 정보를 보존, 보호 및
기밀유지;
c. 국가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을 경우 국가 재정 보고 및 사용 지침 준수.

가 및 발급,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검증 및 발급, 공급자 준수 선언(DKP) 발급, V-Legal
서류 발급, V-Legal 마크 부착, 그리고/또는 불만 사항 해결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 시행된다.

제 4 편 : 안전

(3)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 모니터링은 객관적, 통합적, 책임성 있는 방법으로 수행된
다.
(4)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 모니터링은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에 의해 이행된다.

제 26 조
(1)	정부 부처는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가 모니터링 전후 그리고 과정에서 물리적 및 언어적 위협
으로부터의 보호체계를 수립한다.

제 2 편: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

(2)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는 형사소송이나 민
사소송에 기소되지 않는다.

제 23 조

(3) 1항에 명시된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에 대한 보호 체계는 청장령으로 한다.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허가권자, 경영권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위치하거나 운영하는 지역 내 또는 근처에 거주

제 5 편 : 재정지원

또는 존재하는 주민;
b. 임업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 그리고/또는

제 27 조

c. 인도네시아 내 규정으로 설립된 산림 감시 비정부기구(NGO)

(1)	독립 모니터링 수행비용은 중앙정부예산(APBN), 주정부예산(APBD) 또는 합법적이고 구속
력이 없는 다른 재원에서 조달한다.
(2)	정부는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마련에 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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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허가권 소유자 또는 사유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림 과 목재 합법성 검증 성과평가에 관한

제4장

산림부 장관령 P.43/Menhut-II/2014 (2014년 인도네시아 관보 883번)의 시행규정은 산림환경
부 장관령 P.95/Menhut-II/2014 (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1992번)으로 변경되고나서 본 장

역량강화

관령의 시행규정이 서명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 28 조

제 31 조

(1) 사유림 소유, 생산 능력이 연간 6,000m3이하인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

본 장관령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업허가(IUI), 산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Pengrajin), 독립 평가

본 장관령의 공포를 알리기 위해 본 장관령은 인도네시아 관보에 게재된다.

및 검증기관(LP&VI), 그리고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의 역량 강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술
또는 재정 지원은 정부부처에 의해 수행된다.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2) 1항에 명시된 정부 비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비용 지원은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다른

2016년3월 1일

재원에서 사용된다.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제5장

SITI NURBAYA

경과규정

자카르타에서 공포됨

제 29 조

2016년 3월 7일

(1)	본 장관령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및 목재 합법성 인

인도네시아 법무부 청장

증서(S-LK)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1항에 명시된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조사 이후 본 장관령에 따라 적용된다.

WIDODO EKATJAHJANA

(3)	헌법재판소 결정(No.35/PUU-X/2012)과 관련된 관습림의 목재 사용 그리고/또는 행정은 시
행규정이 제정된 이후 조정된다.

2016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368번

(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및 목재 합법성 인증서(S-LK) 발급을 진행 중인 허가
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및 사유림 소유자는 앞으로는 본 장관령을 따른다.

※ 본 한글번역본은 인도네시아 목재합법성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
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6장
맺음
제 30 조
본 장관령의 시행됨과 동시에,
a.	허가권 소유자 또는 사유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림과 목재 합법성 검증 성과평가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43/Menhut-II/2014 (2014년 인도네시아 관보 883번)은 산림환경부 장관령
P.95/Menhut-II/2014 (2014년도 인도네시아 관보 1992번)으로 변경되고나서 폐기되고 효력이
상실된다 .

산림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소식
1. 한인니 산림센터
-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내 코리아 갤러리(한국의 집)
- 2017년 세계 숲의 날 기념행사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7년 통권 4호 -

Chapter Ⅲ

3.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법인 (PT.KIFC)
- 산림조합중앙회, 무림P&P(주)와 손잡고 해외투자 확대
4. 포스코대우
- 포스코대우, 인니 파푸아 주민 1천명에 ‘의료 봉사활동’
5. 사단법인 한국임우회
- 임우회 회장단 인도네시아 방문
6.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소식
7. 코린도(KORINDO)
- 코린도 팜농장 사업 해명 자료

산림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소식

2. 임업진흥원 인도네시아 법인 (PT.KOFPI)
- 임업진흥원, “목재바이오매스로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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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측도 2010년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서부 자바 찌보다스 구눙 거데 빵랑오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내 코리아 갤러리(한국의 집)

국립공원 내 한국의 집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10년 7억7천 루피아, ’11년 3억 5천
루피아, ’12년 5억 루피아)으로 한국 전통가옥에 대한 면밀한 조사과정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 1층에서 2층(280㎡)으로 변경되면서 외관 및 지붕 등이 한국 전통양식과는 다소 멀어지게
되었다.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대한민국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03년 제16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시 인도네시아 국립공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에서 자매결연 후속조치로 양국의
건축양식에 따른 상징적 전통건축물을 짓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에는 인도네시아 전통건축물, 인도
네시아에는 한국전통 팔각 정자를 각각 조성하기로 하였다.
△ 2011년, 2012년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내 한국의집 [산림부 제공]

대한민국 산림청은 양국 우호증진의 상징물로 2009년 6월, 4개월의 건축기간과 총 공사비 3억 7천
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청태산 자연휴양림에 189㎡의 면적에
객실 2, 회의실 1, 기도실 1, 다목적실 1개 규모의 정방형 수마트라식 전통주택을 완공하여 제3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시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 준공
식을 가졌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건립을 통한 양국 간 우호증진 기여, 청태산 자연휴양림
에 조성된 인도네시아 전통건축물 단지 조성을 통한 양국 공식회의, 세미나 등의 회의장 및 주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위한 ‘인도네시아인의 밤’ 행사 등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한인니산림센터와 임무관을 회의에 초대해 추진경과를 공유하
는 과정에서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집’ 건축이 아직 완공되지 않고 3년을 연장해 온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였다. 인도네시아 측도 한국인 전문가 한명에게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은 것이 아닌
여러 명의 비전문가 한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인니 건축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해 연구하는 과정
이나 한국인이 디자인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렇
지만 당초 7억 루피아로 계획했던 총예산이 11억 루피아까지 늘어났으며, 2012년 마무리 작업에
5억 루피아를 배정한 상태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인도네시아 측은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면 1층에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진, 포토 존, 한국 문화체험 및 산림녹화 영상자료,
한복 등을 한국 측에 요청하였다.
산림부에서 2012년부터 진행한 마무리 공사 후 찌보다스 지역의 습하고 비가 많은 기후의 영향과
건실하지 못한 시공으로 인해 일부 보수공사가 반복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으로 2016년
6월 인테리어 디자인을 세워, 8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9월부터 찌보다스 지역
에 야생 원숭이 떼가 출몰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한국의 집 공사 현장에도 출몰하여 기와를
파손, 누수현상으로 지붕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2009년 6월 청태산 자연휴양림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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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liputan6.com/read/2311612/ratusan-monyet-serbu-pasar-di-bogor 2016년 9월 7일
리뿌딴 6 뉴스 보도 “몇 백 마리 원숭이 떼가 보고르 시장을 공격하다” - 찌보다스 식물원과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근처에 100여 마리 야생 원숭이들이 출몰, 시장 상인의 물건을 훔쳐가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며 가정집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가는 등 큰 문제로 대두, 주민들도 관련기관
에 해결을 요청한 상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수비 추가가 불가피하여 조립식 기와로 교체하고 2017
년 5월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한인니산림센터와 산림환경부가 협의한 결과, 건물외관상 한국의 전통 양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집 Rumah Korea’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대안으로 ‘코리아 갤러
리’라 명명하고 한국관련 전시물과 2014년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 공간, 한국의 포토 존,
한국홍보 책자를 비치하고, 한국 홍보영상과 산림녹화영상 그리고 산림청홍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상영 공간을 마련하여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거듭
나게 되었다.
2017년 9월 25일, 한인니 산림센터장과 산림환경부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소장 직무대행이
이관서류에 서명, 공식적으로 코리아 갤러리 인테리어 지원을 마무리하였으며 산림환경부 측에서
도 만족과 감사를 표시하였다.

△ 2016년 인테리어 공사과정

△ 2017년 9월 코리아 갤러리 외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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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숲의 날 기념행사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세계 숲의 날을 기념하여 ‘산림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산림환경부 건물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세계 숲의 날(International Day of Forests)은
2012년 유엔총회 결의안에 의해 제정되었고, 매년 3월 21일을 기념일로 하여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에서 관련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한다.

△ 2017년 6월 인테리어 공사 후 내부전경

산림환경부 Siti Nurbaya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행사 시작을 알리면서 올해 세계 숲의 날 주제가 ‘
산림과 에너지’인 만큼 에너지와 관련된 숲의 중요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Siti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환경부는 유칼립투스, 셍온, 아카
시아 등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생산림에 조림하는 것을 검토하
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조림하여 주민소득 창출원으로의 산림 이용을 강조하
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메시지도 전달하였다. 산림뿐만 아니라 생
물다양성 보전에도 노력하여 다음 세대가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
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인니산림센터, 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가 합동으로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한인니 산림협력과 바이오매스 조림 사업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홍보하였다. 산림환경부 Siti

△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는 방문객

장관 및 Bambang 사무차관이 한국 전시부스에 방문하여 우드펠렛 수종 조림, 한인니 산림협력 사
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올해 세계 숲의 날을 기념하여 전시회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워크숍, 토크쇼, 사진 및 비디오 콘테
스트, 기념식수, 웅변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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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에서
초등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림과 에너지’라는 세계
숲의 날 주제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산림, 생물다양성 학습을 위한 센툴숲 탐방을 진행하였다.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은 한인니산림센터와 인도네시아 영림공사가 공동운영을 하고 있는 산림
휴양 시설로, 지난 2013년 한국의 산림청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개장한 이래
연평균 5천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며, 자카르타 근교 대표 산림휴양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지난 2016년에도 세계 숲의 날 초등학생 워크숍캠프를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환경 NGO인 Kehati 재단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다.
Kehati 재단은 자카르타 근교 5개 초등학교(리찌 II 초등학교, 찌안주르 찌뜨라 알람학교, 스뭇 스뭇
알람학교, 머루융 알람학교, 만디리 글로벌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1박2일 동안 에너지원으로서
의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습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활동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인도네시아 대표부 Mark Smulders 소장도 참석하여 산림
△ 장관 개회사

이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나무, 잎, 가지, 부산물 등이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산림 부산물을 찾아 관찰하였으며, 소나무의 송진
채취를 관찰하며 송진 또한 제트기 연료의 혼합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설명을 청취하였다. 또한
센툴숲에서 발견되는 여러 곤충과 동물을 관찰하며 자연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의 Sri Murniningtyas 디렉터는 세계 숲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 워크숍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숲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터전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신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인니산림센터는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Sugeng Marsudiarto 공동센터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한인니 산림협력과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Siti 장관 한국 전시관 방문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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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목재바이오매스로 기후변화 대응”

2017년 7월 14일 한국에너지신문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용진),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사장 Denaldy Mulino Mauna)가 13일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가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인니, 정부기관 간 협약 체결
△ 센툴 워크숍 이모저모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용진)은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사장
Denaldy Mulino Mauna)와 1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가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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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이용에 양국 간 대표 공공기관들이
바이오매스 일관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 양국의 기관들은 이번 협약으로 가공

산림조합중앙회,
무림P&P(주)와 손잡고 해외투자 확대

부문인 민간 참여를 개방해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내 바이오매스 조림지 적합성 평가,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건설 상호 협력 등
기존 조림사업에 한정됐던 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임산업과 에너지산업을 연계, 최신
트렌드인 융복합 사업에 대한 큰 틀을 만들었다.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진흥원과 영림공사는 이미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2000㏊ 규모의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지를 조성하는 협력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조림지를 2만㏊까지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원료 생산에 가공 및 이용에 이르기까
지 모든 관계 전문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든
다는 방안이다.
동서발전은 진흥원 및 영림공사와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매스 전용 발전시설 노하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남균 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림 분야 협력사업에 관한 양국 간 대표적인 모범사업”이라며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수행된 사업모델을 민관부분에 보급해 우리나라
임산업과 에너지산업 간 더욱 큰 협력 사업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와 무림P&P㈜(대표 김석만)가 8월 22일(화)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사업 확대를
위한 해외 합작투자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성구 기자 inspeer@koenergy.co.kr
이번 협약 체결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 산업조림 64,000㏊ 합작투자 진행에 관한 것으로 장기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 산림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회사인 무림P&P㈜가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무림P&P㈜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파푸아 현장 회계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규모 협의, TFT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해외조림사업 합작 투자를 위한
실무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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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윤관중 경영상무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협력 뿐 만 아니라 국내 회원조합에
서 펄프용 목재칩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무림 P&P㈜와 여러 분야에서 사업협력 확대가
가능하여 미래 동반성장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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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인니 파푸아 주민 1천명에
‘의료 봉사활동’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랜 기간 국내에서 축적된 산림사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 베트
남 지역 조림사업에 진출했고 2009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조림사업을 확대, 현재까지 여의

2017년 10월 29일 한국일보

도 면적 약 85배에 달하는 25,000㏊ 대단위 조림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1년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산림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은 조림면적은 모두 9만4384h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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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 산
 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와 무림P&P㈜(대표 김석만)가 8월 22일(화)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사업 확대
를 위한 해외 합작투자 협력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대우는 21~27일 인도네시아 파푸아주(州) 머라우케 울릴린 지역에서 현지 주민을 위한 의
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료 봉사에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건강한여성재단,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비소나눔마을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나선 의료진 10명과 포스코대우 현지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명은 울릴린 지역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분야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현지의 높은 출산율을 감안해 400여명의 산모와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산부인
과 진료에 나섰으며 조산 증상이 있는 임산부에게는 조산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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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사전 답사를 통해 현지 보건소와 함께 지역주민 160명에 대한 문진과 검사도 실시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적합한 치료와 예방 교육
을 시행했다. 아울러 현지 의료진에 초음파 젤, 수술용 키트, 혈액측정 키트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진료, 수술방법 등 의료 교육을 하기도 했다.

임우회 회장단 인도네시아 방문

포스코대우는 2011년부터 파푸아에 팜유 법인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역 내 병원, 유치원, 초등학
교, 종교시설 등을 설립하고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인니 산림센터 김예연 인턴
한국임우회(회장 박정식) 회장단이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였다. 한국임우회는 퇴직한 산림청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
상조하며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산림시책에 관한 홍보·자문 등을 통하여 임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의 사단법인이다. 임우회가 설립된 이후 첫 해외방문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산림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의 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외 산림사업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해외 산림사업 정보 습득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양국의 산림
공무원 퇴직자 모임으로 연결하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9월 18일 한인니산림센터와 인니 영림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을 시찰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산림협력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홍보의 장이었음에 인식을 같이하였고, 1817년 창립
된 세계 2대 식물원인 보고르 식물원 견학을 통해 1만
종 이상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19일 자카르타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의
찌깜 에 위치한 11.78㏊ 면적의 산림조합중앙회
조림지를 방문하여 조림된 우량 티크(JPP : Jati Plus
Perhutani)의 생육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조림
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정식 임우회 회
장단 일행은 인니 주재원 만찬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을 청취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국 산림협력과
해외 조림 사업에 힘쓰는 주재원들을 격려하였다.

△ 산림조합중앙회 찌깜 조림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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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에는 북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주정부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까뿍 망그로
브 생태숲 지역을 방문하였다. 임우회 회장단은 생태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

받으며 그 일대를 둘러보았다. 이후 모나스, 이슬람 대사원 등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문화탐방의
시간을 가지면서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망그로브 생태숲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인니측 관계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였다.
박정식 임우회 회장은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따뜻하게 환대해준 한인니산림센터와 주재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망그로브 묘목 기념식수

열대지방 해안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망그로브 나무는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를 막고, 기후변화
를 완화시키며 생태계복원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망그로브 숲을 파괴하고, 새우 양식장으로 개발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04년 인도양에
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경험하면서 망그로브를 비롯한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망그로브 나무가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지고, 망그로브 숲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후변화 완화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
는 환경적 기능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 기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망그로브 숲의 보전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임우회 회장단은 이곳에서 망그로브 묘목 기념식수 행사를 가짐으로써 인도네시아 해양부,
산림환경부, 자카르타 정부, 대학 등 각계각층에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망그로브 숲 복원사업
에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에코투어리즘 선진 사례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인니 측에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망그로브 생태숲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
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현지 관리인의 망그로브 숲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내를

△ 망그로브 생태숲에서 임우회 회장단의 단체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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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발표에 이어 코린도그룹 김남홍 과장과 선혜화 사원은 NGO 단체의 비판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린도그룹의 팜오일 조림지는 환경 NGO로부터 공격을 받았
는데, 그 주장의 상당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부분이며 코린도의 사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소식

다른 기업의 사례에 코린도 이름을 넣어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에 코린도
그룹은 언론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한인니 산림센터 제공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이운봉 법인장은 인도네시아에서 효율적 현지법인운영을 주제로 발표하였
다. 이운봉 법인장은 인력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직원 정규직화, 사회보장보험 가입 확대, 급여지급

지난 2016년 12월 9일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는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송년회

프로세스 개선, 지문인식기 도입을 통한 출퇴근 관리 강화,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직원들의 경제적

및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는 인도네시아 진출 정부기관, 기업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환경 안정 및 동기부여,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에 관해 발표를 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와 규정

구축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대외적 공동대응 창구 마련을 위해 설립되었다. 2008년 산림협의체로

실행비용 및 개선점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성되어 현재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으로 23개 기관, 기업, 단체 등
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정기회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회원사 사업지 방문과 같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는 2016년을 마감하는 송년회를 겸하여 협의회 회의 이후 간단한
식사를 통해 각 회원사들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번 정기모임에는 협의회 회장인 코린도그룹 김훈 부사장을 비롯하여 한인니산림센터 오기표
센터장,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김창년 공사참사관과 이상익 임무관, 삼성물산 이운봉 법인
장, 포스코대우 강의환 법인장, LG 상사 박동수 법인장, 삼탄 김광신 법인장, GS 글로벌 김태형
법인장, 산림조합중앙회 윤경일 법인장, 한국임업진흥원 장윤호 법인장, PT.AJS 김보균 사장, PT.
JSP 박형준 사장, Gama그룹 권혁준 전무, 무림그룹 남차희 이사, 인도네시아 농업부 Normansyah
전문가 등 15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활동 및 동향정보 공유, 인도네시아 산림 및
팜 분야 정책 논의, 향후 회원사별 계획을 공유하였다.
개회사로 김훈 협의회장과 오기표 센터장이 인사말씀을 전하였으며, 간사인 산림조합 윤경일
법인장이 협의회 정관, 활동내역 보고와 참석자 소개를 하였다. 이어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Normansyah 전문가가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팜 관련 인증제인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오일(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ISPO) 인증제도 정책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인증제
도인 RSPO 인증제도와의 이중부담 및 ISPO 인증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증기간 연장 등과 같은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인도네시아 Normansyah 전문가는 농업부에서도 관련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
고 있으며,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추후 ISPO
제도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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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의회 시작에 앞서 간사대리로 참석한 산림조합중앙회 류재준 이사가 향후 대외활동과
협의회를 소개시 필요한 각 회원사별 프로필자료를 요청하였고 지난 회의 때부터 현재까지 회원사
현황 및 회비 지출내역을 간략히 보고하였다.
김훈 협의회 회장은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환경부가 통합이 되면서 산림 분야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양국간 교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니산림센터, 산림
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코이카와 같은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산림분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
를 부탁하였다. 특히 최근 수마트라 주지사와 롬복 주지사를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토바호수나
롬복섬 만달리카 사업지 등이 조코위 정부 2대 관광단지로 꼽힐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
에, 한인니산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롬복 뚜낙 산림휴양지 조성 사업이 양국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한국 생명의 숲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인도네시아
생명의 숲 재단과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 새로 부임한 임영석 임무관이 간략한 소개 및 대사관의
△ 삼성물산 발표 모습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임영석 임무관은 2017년 2월 새로 부임하여 임업, 해양수산, 농식품 분야
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한-인도네시아 간 임업 분야 협력의 역사가 깊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임무관으로서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근 Siti Nurbaya 산림환경부 장관을 예방했는데 한국기업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임기동안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회원사별 사업현황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였다. 포스코대우는 코린도그룹
의 파푸아 사업지 옆 34,000㏊ 사업지에 70%정도 식재를 했으며, 2018년에 식재완료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존린그룹은 인도네시아 현지그룹으로 한국의 SK 고무조림지, 태영글로벌 조림지,
코데코 팜 조림지 등을 인수하게 되면서 한국 측과도 다양한 인연을 쌓게 되었으며, 비공개/비상장
개인 기업으로 석탄사업을 모체로 팜, 속성수, 고무 조림, 베니어 가공 등을 하며 한국으로 고무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Gama그룹은 40만㏊ 농장, 25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다른 대기
업들과 비슷하지만, 아직 나무를 식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은 적은편이라고 하였다. 최근 일본

△ 코린도 발표

의 발전소와 연료공급계약 등을 하면서 에너지 분야에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2017년 첫 정기모임은 지난 2017년 3월 30일 코린도그룹

임업진흥원은 스마랑에 목재바이오매스 1,500㏊를 식재하였고 그 면적을 확대하여 조림산물을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회장인 코린도그룹 김훈 부사장을 비롯해 8개

한국으로 반입하여 조림부터 발전까지 이어지는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영림공사, 한국

회원사가 참석하여 각 회원사별 사업내역을 공유하고 최근 임업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의 동서발전과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서부자바 영림공사(Perum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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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ai)와 속성수 8,427㏊, 남부칼리만탄 인후타니(Inhutanill)와 속성수 14,635㏊, 고무나무 2,153㏊를
조림했고 올해부터 벌채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10만㏊ 규모의 단독조림을 목표로 사업
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코린도 팜농장 사업 해명 자료

이어 인도네시아 입목축적대체세(PNT)의 재시행에 관련한 정책 동향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주협회(APHI)에서도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에 이중부과
등의 문제가 있어 부과하고 환불 받았던 기업도 있었으며, 농장개발을 하는 기업은 당연히 내야하
코린도 그룹 제공

겠지만, 조림회사에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탄
지 개발 제한과 관련해서도 사업지의 40% 이상이 이탄지일 경우 대체임지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있으니 사업지 해당여부를 파악하여 관련 동향을 살필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 8월말 AidEnvironment라는 단체는 미국의 Mighty Earth*, 한국의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를
받아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 오일 플랜테이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해당 단
체들은 2016년 9월 1일 자카르타와 9월 7일 서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코린도는 이 보고서를 통해 AidEnvironment의 보고서와 해당 단
체의 기자회견에서 주장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자 한다.
* Mighty Earth는 미국의 로비업체인 Waxman Strategies의 캠페인 조직임. 이 사실은 Waxman
Strategies의 트위터 계정(@TeamWaxman)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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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린도 소개
코린도는 1969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47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100% 인도네시아 기업이다. 사업
초창기에는 원목 개발을 주사업으로 하였으나 1979년에 합판 공장을, 1984년에는 신문용지 공장을
△ 회의모습

설립하였으며 1993년에 조림사업, 1995년에 팜농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가 1983년에 발표한 원목 해외 수출 금지와 2차 가공 산업 육성 정책과 부합하는 것이다. 코린도는
산림 자원의 적절한 개발과 관련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이루고
내수용 신문용지를 공급함으로써 100% 수입 의존하던 당시의 신문산업을 개혁하려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 맞춰 성장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2013년 중부 칼리만탄
에 종합 목가공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연결 되었으며 2016년에 들어서는 파푸아주 머라우께 인근
에 벼 농사 시험 재배를 추진하여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급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린도는 조림지와 팜 농장을 통해 산림 및 산림 자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를 창출하는 친환경
산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인도네시아 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 파푸아의 아시키 지역
에서만 약 10,000명의 직원이 코린도에서 직장을 얻었으며 회사가 파푸아 머라우께 군과 보벤디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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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전체 지방세의 각각 30%, 5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의료 시설이 존재하지 않던 지역에 의료 시설을 설립하여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무상진료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인 KOICA와 협력하여 연간 진료인원 2만 명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다.

Trans-Papua 정책
또한 코린도 팜 농장은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 지역의 개발을 위해 추진해 온 Trans
papua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이 된 것이다. 1990년대 사업 시작 시기에만 해도 다른 인도네시아 회사
에서는 도로나 항구 등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코린도는 이 모든
기반시설을 하나 하나 만들어 가며 지금까지 사업을 성장시켜 왔다. 즉 코린도의 농장 개발은 인도
네시아 정부의 파푸아 개발 정책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 계획에 따른 개발(No deforestation)
파푸아 주 토지 이용 계획
코린도의 개발은 무분별한 산림파괴가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파푸아
주에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야 할 지역을 명확하게 구획하고 있다. 2014년 인도네시아 산림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파푸아주 전체 면적의 6%만이 농업, 택지, 인프라 등의 용도로 개발이 가능
한 기타 용도의 토지인 APL 지역이다. 코린도의 모든 오일팜 농장은 APL 지역에 조성되어 왔다.

 린도의 농장은 지도상 ①번 구간을 따라
코
양쪽으로 분포하고 있음.

△ Jakarta Post,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6/09/08/papuans-wait-another-daydevelopment.html2. 정부 계획에 따른 개발(No defor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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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PO에 따른 Zero Burning 정책
ISPO (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기준 적용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오일 생산국으로서 국가차원에서 팜오일 산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열대림과 이탄지를 보호하며 팜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이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시행이 되어 오던 지속 가능한 팜 농장
개발에 관한 법규를 정비 및 보완하여 ISPO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코린도는 과거부터
Zero burning 정책과 이탄지 모라토리엄 같은 모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왔기
에 건강한 생태계와 지역주민들의 생활 발전 사이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ISPO에 기반한 우수한
농장 경영 방식 역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PT. Tunas Sawa erma는2016년 12월 초에 ISPO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 PT. Berkat Cipta
Abadi 및 PT. Dongin Prabhawa는 현재 ISPO 수속 단계 중 평가 과정 중에 있다. 기타 농장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ISPO 수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들 역시 팜 플랜
테이션 경영에 있어 ISPO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zero burning과 관련해서는 1)화재 진화
를 위한 시설 및 시스템 2) 화재 진화 매뉴얼 3) 화재 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 4) 화재 발생 시 즉시 진
화 등을 이미 코린도의 모든 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 모든 회사 직원과 일용직 노동자, 도급직 노동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림:
1.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은 형사 제재를 받는다.
2. 회사나 디비시 대표의 허락 없이 회사 사업지 내부 지역을 개간하는 것은 금지된다.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거나/적발된 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당국에 기소조치된다.
a. 2004년 인도네시아 법률 제 18호, C 48 조 I 항
불을 질러서 토지를 개간, 경작하는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 10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b. 1999년 법률 제 41호, 50조 3항 d호
산림, 토지에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 5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코린도의 모든 팜 농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공문을 통해 농장 허가 지역 내에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지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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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극심한 건기

.

Mighty Earth 등이 위성사진 분석 결과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코린도가 고의적인 방화를 통해
팜 농장을 개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Global Forest Watch라는
산불모니터링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보면 2015년 하반기에 거의 모든 남부 파푸아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특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팜 농장 등의 기업 활동이 없는 산림에서도 극심한
산불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코린도 농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농장 개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5년에 발생한 수퍼 엘리뇨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워
 싱턴 포스트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energy-environment/
wp/2016/08/15/california-is-in-flames-right-now-with-fires-fueled-by-historicdrought/?utm_term=.aec63971602d

20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연무 위기의 주요 주범중의 하나가 코린도의 팜 농장 개발이라
는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코린도의 신규 농장 개발 면적은
약 4,500㏊ 미만이었으며 전체 개발면적에서 모두 불이 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전체적으
로 260만㏊가 불탄 것과 비교하면 0.2%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해당 시기에 심지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자카르타의 두 배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도 거대한 자연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장비 사용 농장개발
Mighty Earth 및 기타 단체에서는 코린도가 팜 농장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slash
and burn 즉, 산림에 대한 고의 방화를 통해 land clearing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slash and
burn과 mechanical land clearing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된다. 아래 사진과
같이 slash and burn은 산림에 불을 질러 모든 나무를 태운 후 농장을 개간하는 형태로 AidEnvironment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코린도의 팜 농장은 모두 중장비에 의해 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장비로 land
clearing을 끝낸 경우에는 농장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지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폐기목 더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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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웠을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 언급된 코린도 농장의 해당 지역에는 식재한 지 2년이 가까운 팜 나무들과
폐기목 더미가 함께 있는 것을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으며 이 폐기목들은 차후 부숙 과정을 거쳐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한다. 이는 코린도의 농장에서 개간을 포함한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불을 사용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 Slash and Burn에 의한 농장 개간 사례. 코린도는 농장 개발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
한 적이 없다.
△ 2016년 6월에 촬영한 PT. Berkat Cipta Abadi의 UAV 사진. 줄지어서 만들어진 폐기목 더미 사이에 팜
나무가 식재된 것을 볼 수 있다.

△ AidEnvironment의 보고서에 실린 코린도의 농장 개발 사진. 사진상의 회색 줄 형태의 나무 더미는 중장비
를 사용해 농장을 개발했을 때만 생기는 폐기목 더미이다.

△ 2016년 9월에 PT. Berkat Cipta Abadi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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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법한 절차에 따른 주민권리 보장(No Exploitation)

북 말루쿠 사례
이와 더불어, 파푸아 주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AidEnvironment 의 보고서에 언급된 북 말루쿠

지역주민 사전동의 절차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 하고자 한다. PT. Gelora Mandiri Membangun(이하 GMM)은 2011년 7월에

코린도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팜 농장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억지 주장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루쿠 남부 할마헤라 군 소재 약 10,000㏊를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인수하였는데

네시아 정부의 규정만 따르더라도 신규 팜 농장 수속을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주민 공청회를

취득 당시 전 소유주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거쳐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서와 지방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 보상 자료를 첨부 하지
않고서는 사업허가가 날 수 없다. 코린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코린도의 모든

당사 주변에 3개면 8개 마을이 있는데 사업 초기 일부 마을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주민설명회를

팜 농장의 수속에는 주민 협의 및 공청회 실시, 마을별 합의서 작성, 보상 실시 및 농장 개발과 같이

거쳐 각 마을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보상을 거쳐 지금은 대부분 농장개발을 지지하

진행되는 CSR 사업이 동반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파푸아 주 산림청과 머라우께 군, 보벤디굴 군의

고 있다. GMM 전체 직원 480명 중 54%에 해당하는 260명을 현지 주민으로 채용하여 지역 주민의

농장지청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다.

고용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 PT.GELORA MANDIRI MEMBANGUN과 Awis 마을 대표단 간 회사 허가 지역 내 농장에 관한 양해각서
PT.GELORA MANDIRI MEMBANGUN, Awis 마을 대표단 - 종교 지도자, 마을 지도자, 청년회 대표 간 회사
허가 지역 내 농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로 칭함)는 아래 두 당사자에 의해2013년 9월 2일 체결
되었다.

Awis 마을과 맺은 MOU. PT. GMM은 모든 인근 마을에 대해 주민 협의를 거쳐 MOU를 작성한
이후 농장 개발을 시작하였다.
심지어 이번에 발표된 NGO 보고서(Burning paradise)의 19페이지에도 코린도에서는 주민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농장 조성을 밀어 부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코린도 파푸아

또한, 인근 마을 중 Gane Luar 마을 주민들은 수원지 보호를 사유로 마을 인근 약 1,000㏊에 대한

사업지 직원의 약 30%는 원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정부에서 매년

농장 조성을 반대하였는데 이에 GMM은 해당 의견을 존중하여 보호협정서를 작성하여 이 지역을

발표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훨씬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회사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개발 면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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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에는 National Land Agency(Badan Pertanahan Nasional)에 GMM의 HGU(Hak Guna
Usaha) 허가 수속을 반대하는 민원 서류가 접수되었지만 이는 지역주민의 이름이 아닌, WALHI라

팜 산업의 인도네시아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자산임을 명백하게 밝혔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인도
네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는 인도네시아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National Land Agency에서는 해당 단체의 주장을
받아 들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HGU 허가를 취득하였다.

또 Ecologiest라는 영국의 환경단체는 “Don’t be fooled by ‘zero deforestation’ promises”라는 글을
통해2014년부터 이루어졌던 메이저 팜 업체들의 No deforestation 선언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Mighty Earth 기자회견 오류 사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http://www.theecologist.org/News/news_analysis/2397878/dont_be_

흥미로운 사실은 9월 1일 Mighty Earth의 자카르타 기자회견 당시 SKP-KAMe* 소속의 Anselmus

fooled_by_zero_deforestation_promises.html) 즉, NGO의 캠페인을 시초부터 따르고 산림전용 금지

신부가 말한 ‘코린도가 주민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주민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과거에 파푸아 반군

(No deforestation) 정책을 선언한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더 먼저 산림을 파괴하여

에 의해 코린도 직원 16명(한국인 3명)이 납치되었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마저 확인하지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충분한 면적의 팜 농장을 개발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시 되는 신규

않은 것으로 Mighty Earth 등의 주장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개발 농장들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타 법인에 판매하는 형식으

있다. 실제 2001년 1월에 발생한 납치사건에서 반군들은 파푸아의 분리독립, 코린도에서 반군 활동

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과연 이 일을

을 위한 무기와 군자금을 댈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던

주도하는 단체들이 no deforestation 선언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

코린도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기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 하에 협상과 당시 구스두르

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 면담 등을 거쳐 전원이 무사히 석방되었다.
*SKP-KAMe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머라우케 지역 기반의 인도주의 단체이다.

지금까지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 가능한 팜 정책에 적극 호응 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
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왔다.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ISPO 규정에는 No deforesta-

Mighty Earth는 또한 기자회견에서 코린도에 대해 사업지의 자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후

tion, No Peat, No Exploitation의 개념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떠날 것(Hit and run)이라고 매도였으나 코린도는 1969년 설립되어 이미 47년이 흘렀고 이미 심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린도는 앞으로도 농장 개발에 ISPO 기준을 충실히

오일 팜 나무가 생산을 다하여 벌채가 필요한 시점까지 앞으로 최소 30여년을 지속해야 하는데,

적용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파푸아 지방 정부, 주민 및 시민 단체와 협의를 통해

과연 80년 가까이 사업을 지속할 기업에게 Hit and run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속 가능한 팜 농장 개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5. 이탄지 개발금지(No Peat))
코린도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탄지에 대해서도 농장이나 조림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은 허가 과정에서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 파푸아 지역 팜 농장의 경우 2016년 3월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에서 수행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6. 맺음말
지난 2016년 4월 29일에 인도네시아의 가장 권위 있는 주간지 Tempo에서는 벙꿀루 주지사인
Ridwan 씨를 인터뷰 한적이 있는데 그는 ‘외국의 환경단체들이 인도네시아의 팜 산업에 대해 부정
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팜 산업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팜 대체 산업에 반사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Ridwan 주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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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이곳에 부임하고 1년 만에 사업비가 12억 원이나 증액되면서 안내
센터, 다목적센터, 나비 체험장과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이 지어지면서 명실상부한 종합 산림휴양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닷가 풍치지역은 올레길이 들어서게 되어 당초보다는 훨씬

인도네시아의 3년을 회고하며…

좋은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입구지역 안쪽으로는 민간인 개발 사업
지로서 머지않아 몇 년 안에는 명실상부한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이지역이 천지개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한인니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
한인니산림센터장 오기표

아울러 설계 초년도부터 매년 1억 2천만 원을 들여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 공무원과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숲 해설 교육 등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숲을 통한 민간

2014년 11월1일자로 한인니산림센터장으로 부임하였으니 이제 3년이 다 되어간 셈이다.

소득 개발 사업 즉, 사회적 임업의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동안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월만을 축냈구나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래도 하는 일들을 정리해서 인니임업동향지에 실어보는 게 맞지 싶어 몇 자 적어서 글로
남겨보기로 하였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산림청에서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였지만 산림국가인 인도네시
아에는 출장한번도 오지 못하였기에 3년이라는 세월동안 인도네시아에 와서 근무한 것은 나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라고 여겼다. 흔히 명예퇴직하면 산하단체에서 2년 플러스 1년을 근무하지만 후배들
에게 눈치나 보고 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해외근무야말로 눈치 보지 않고 건강관리 해가
면서 제2의 인생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적합한 보직이라 생각하고 이곳에 오게 된

△ 롬복 뚜낙 입구지역 방문자 센터사진(왼), NTB주 롬복 뚜낙 주민 역량강화 교육(오)

것이다.
둘째, 내가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 사무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회의실조차도 협소하여
아는 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선인이었냐고 말하기도 하였고 나도 퇴직하면 오선배처럼 되고

매년 센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는데 부임한지 7개월만인 2015년 6월에

싶다는 말을 하곤 하는 후배들도 있었다. 더더욱 좋았던 것은 평소에 못한 골프도 마음껏 할 수 있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무실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회의실도 새롭게 마련하였고, 연간

고 가까운 나라의 여행 등 일상에서의 생활 등에서도 재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싶다. 그러나

수백 명이 센터를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공무원 등에게 센터를 알리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하니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았다.

여 보여 줌으로써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제 너스레는 그만 떨고 그간의 3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보
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쯤 가면 인니어로 서부 누사 가라(NTB)주에 롬복 섬
이 있다. 그 곳 뚜낙 지역에 산림휴양생태관광사업을 산림청 ODA 자금 18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
에 실시·설계하여 2016년에 1차시공하고 2017년에 2차시공하여 금년 12월이면 완공되고 2018년에
는 시범운영하는 단계에 와있다.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6억 원에 3년간 사업을 추진하

△ 한인니산림센터 사무실 전경 및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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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대 센터장이신 이장호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이 몇 년이 지나면서
고온다습한 기후에 노후화되어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보수계획을 세워 대수선을 하였고
특히,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위해 야외강당을 신축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좋은 환경의 교육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생태교육 모델숲임을 감안하여 각종 수목 등에 대한 표찰도 새롭게 만들어
부착해주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들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한-인
도네시아간 산림협력 사업홍보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매월 500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지

△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에서 숲체험 활동을 하는 스카우트 학생들(왼), 다목적 강당 준공식(오)

다섯째,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등 관련기업 지원활동이다. 과거에는 산림과 관련
되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근래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러

넷째,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지를 발간하는 일이다. 내가 부임하기 전 많은 간부들이 한인니산림센

하듯이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자원보호를 위해 많은 규제와 더불어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터가 있기는 하지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고 부임하면 센터의 일들은 정리해서 보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생존할 수 있기에 코린도 김훈 부사장님이 회장으로

주었으면 하는 주문이 많았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임업동향지를 발간하자고 제안을 하였더니

계신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모임에 임업관련 법령개정이나 산림환경부의 동향 등을 수시로

주제가 다양하지 않아 어렵지만 만들어 보자는 의견일치를 보여 2015년 6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게

파악하여 정보로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되었으며 창간호에는 인도네시아 조태영 대사님께서 축사원고를 주셔서 창간호발간을 축하해주셨
고,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의 조직개편동향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현황, 한국인 성공기업 코린도
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산림관련기관, 업계동향도 기술하여 산림청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지금은 제4호 출간을 준비 중이다.

△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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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산림청 및 산림관련기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지원이다. 2015년에는 AFoCo(아시아산림협

이탄지 관련 워크샵에 참석 이탄지 복원청과도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력기구)회의, 녹색사업의 스마랑 양묘장준공식, 한국대학생 해외산림연수, 임산물박람회, 산지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집행 유공자 인니방문, 한국광해관리공단 인니방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인니방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인니방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단 등 현장방문, 국회 및 정당의
인니방문,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방문 등이 있었으며 2016년에는 서울대학교 국제환경교육대
학교등과의 한인니 산림협력방안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감사 등 현장방문, 한국임업진흥원장 현장
방문 및 인니협력방안논의, 산림청의 이탄지 복원사업관련 용역 양자회의 및 잠재사업지(잠비지역)
현장 출장 등이 있었고, 2017년에는 산림청 임우회의 회장, 부회장 일행의 산림사업지 현장방문 및
까뿍 망그로브 숲 복원 기념나무심기, 산림청 대변인등 정책홍보담당자 현장방문 등이 있었다.

△ 2017년 세계 숲의 날 기념 센툴 학생 워크샵

기타 양국 협력사업에는 2010년 코이카 사업으로 완료된 룸핀양묘센터 활성화와 시험림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산림부에서 요청한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내 코리아 갤러리(구
한국의 집) 인테리어를 지원하여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그밖에도 산림·농업관련 기관, 단체, 대사관, 문화원, 관광공사, 공항공사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
하여 산우회를 조직하고 휴일에는 체력단련과 상호우의를 다지는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니산림센터의 터줏대감 이영주실장, 수겅 마르수
디아르또 인니 공동센터장과 문종필 전문가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산림조합중
△ 2017년 9월 임우회 회장단 인니방문 까뿍 망그로브 숲 복원 기념식수

일곱째, 산림관련 각종 행사 및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다. 2015년에는 스마랑 바이오매스
양묘장 및 훈련센터 준공식, 세계 숲의 날(3.28) 행사 참석 및 지원, REDD사업장 리아우주 방문 및
산불예방진화용 이륜·삼륜차 기증식, 산림조합중앙회 최초 벌채행사 및 사랑의 옷 나누어 주기
행사(산림조합중앙회장 참석), 녹색사업단의 목재바이오매스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6년에는 세계
숲의 날(3.28) 산림환경부 주최 학생 워크샵 행사지원, 인도네시아 자연보호의 날 행사 지원(8.8),
산림환경부 사회임업국 그림그리기 대회 후원(9.7), 2017년에는 국제환경교육학교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문화교류 행사 지원(1.13), 세계 숲의 날 기념 한국 바이오매스 전시 홍보 부스 설치(3.21-24)
및 센툴 학생 워크샵 행사 지원,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참석 및 지원(3.30) 등이 있고

앙회의 윤경일법인장, 류재준이사, 지금은 별도의 법인을 차려 출가한 이현우이사의 공이 컸으며,
대사관에 근무하였던 이상익 전임무관(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임영석 현임무관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울러 임업진흥원 인니법인장 장윤호, 전법인장 이창배에게도 감사드리
며, 특히, 매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 산우회의 영원한 총무 김보균님(코린도에서 근무
하다 뜻하는 바가 있어 회사를 차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양국 산림협력의 유공자이며
인도네시아 진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계시는 김훈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회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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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2007년부터 9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산림
면적은 약 64만㏊에 불과하였다.

인도네시아 사회적 임업 정책 현황 및 전망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적 임업을 산림경영, 보호를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을 넘어
사회 불평등3)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면서, 정책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조코위 대통
령은 임기 내 인니 전체 산림의 10% 수준인 12.7백만㏊ 산림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회적 임업 프로그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임영석 임무관, 정유정 인턴

램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
6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약 40만㏊의 산림이 지역주민들에게 추가로 제공되었다. 이와 함께, 인도
네시아 사회적 임업 총국에서는 연내 영림공사에서 운영하는 자바섬 내 국유림 약 57만㏊에 우선적

2017년 8월 2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하

으로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 대상 산림으로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 그동안의 산림훼손과 빈번한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 사례를 설명하면
서 이는 개혁 없이 단조롭게 운영해온 산림 정책 때문이라고 산림환경부
와 영림공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산림환경부에서는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을 지역공동체에게 산림을 관리하게 하는 공동체림,

사회적 임업1) 프로그램 이행과 같은 과감한 산림 관리 정책의 변화가

마을 주민에게 산림관리를 맡기는 마을림, 개인 또는 지역공동체가 산림경영에 참여하도록 숲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임업을 전공한 조코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

제공하는 주민림, 지역공동체와 공무원이 산림에 대한 인허가권을 함께 운영하는 산림 파트너쉽

은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준 것과 같은 효과

제도, 산림 내 관습적으로 이용해온 토지를 인정해주는 관습림 등 다섯 가지 숲으로 구분하여 운영

가 있다. 실제, 산림환경부는 지난 10월 25일 대통령 궁에서 조코위 대통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유림을 국민에게 빌려주는 대부제도와 비슷한 개념도 있으나, 주민들에게

령 주체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 관련 다양한 행사

산림에 대한 단순 관리, 경영을 넘어 인허가에 대한 권리까지 준다는 점이 특이하다.

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환경부 장관 역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방문시
인니 산림정책 중 사회적 임업에 대해서만 별도 정책 특강(핀란드)을 하

이렇게 제공되는 산림에 대해 정부, 기업, 은행, 지역주민들

는 등 사회적 임업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반응

이 협약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산림환경부에서는

과 같이 지난 8월 이후 인니 최대 영자 신문인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소개

정부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생산물

되는 산림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사회적 임업과 관련된 기사이다.

구매를 약속하며, 은행은 비료 등 경작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를

과연 사회적 임업과 그 프로그램은 무엇이기에 요즘 인도네시아 산림분야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고 있다. 즉, 주민들은

것일까?

주로 산림경영 이외에 산림에서 양봉을 하거나 유실수, 커피,
옥수수 등을 재배하거나, 가축들을 키우기도 하며, 생산물을
2)

사회적 임업은 정부 소유의 산림 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주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지
게 하려는 산림 정책이다.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임업은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인도푸드 등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소득
을 창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 개발, 열대림 훼손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1990년 초 유도요노 정부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실효
성은 미미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산림 면적이었으나, 그 면적이 많지

산림환경부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식량

1) Social forestry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없어, 사회적 임업이라고 통칭

△ 사회임업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한
커피를 판매하는 모습

2) 사회적 임업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는 산림뿐 아니라 기타 유휴지도 포함되나, 산림을 기반으로 하고 토지 대부분이 산림이라는 점
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산림이라고 표현

3)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인도, 태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불평등한 국가(2016 Global Wealt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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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료를 공급하기도 하며, 산림환경 복원과 산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제고

은 잠비 국립공원에서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은 서부 칼리만탄에서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을 운영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하고 있다.

기대하는 등 정책 실현에 따른 다양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약 63%(약 120백만㏊)가 산림이며, 대부분의 산림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하지만, 사회적 임업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과 전문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인도네시아

서 소유하고 있어,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사회적 임업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실현 가능성은 매우

예산 센터는 조코위 대통령이 임기 5년(2014~2019) 중 약속한 12.7백만㏊의 산림을 주민에게 제공

높을 것이다. 특히,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산림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접근이나 지역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센터는 임기 중 약속한 12.7백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산림을 활용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

서는 매년 약 8,300억 루피아가 필요하나, 지난 3년간 지출된 예산은 연간 318억 루피아에 불과하였

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산림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으며 매년 투입된 정부 예산 역시 일정치 않은 것을 주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산림이 증가할수록, 국가나 기업에서 경영

포럼 역시 정부가 우선적으로 예산 투자를 계획한 10대 프로그램에 사회적 임업이 포함되어 있지

할 수 있는 산림 면적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림 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않아 예산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약한 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사회적 임업 정책의

이다.

성패는 매우 흥미롭다.

산림분야 전문가들 중 일부는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0.5㏊ 이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작농에게 최대 35년간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산림관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산림 황폐화의 원인이
되며, 자연 재해 피해도 가중시킬 것이라 말들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토지 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연관되어 있어 행정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조코위 대통령 임기 내 공약 이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연간 24억 루피아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족자카르타
Kulon Progo군 Kalibiru 지역의 생태관광 사례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경우도 있지만, 산림
자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성과를 입증해줄 여타 사례를 찾기는 힘든 점 역시 관련
정책이 동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국의 우려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세계은행(WB),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비롯하여 독일과 미국을 기반으로 한 국제단체에서 인도네시아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지원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회적 임업 정책을 지원하
고 있다.
미국기반 MCA-Indonesia는 2013년부터 5년간 3억 달러를 투입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27개의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계은행은 2016년부터 5년간 약 23백만 달러를 지역사
회 기반의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의 KfW 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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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정치 흐름을 바꾼 대규모 시위는 순수한 종교시위였을까? 수십만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진심으로 이슬람국가 건설을 원하나?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조직력과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의 의미와 역할

자금력은 어디서 온 걸까? 무슬림들이 아혹을 반대한 이유는? 무슬림과 화교의 관계는? 이번 시위
는 과거처럼 소요사태로 확대될까?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표방한 인도네시아 국가이념인 빤짜실라
(Pancasila)는 강경 이슬람을 누르고 국가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슬람과 화교는 인도네시아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 글을 시작한다.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 자카르타의 한 사원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 지난해 11월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이슬람대규모 시위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
수십만 명의 무슬림들이 흰 옷을 입고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과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이슬람 대규모 시위를 통해,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국민을 움

탐린 거리를 가득 채웠다. 그러자 큰 흐름이 바뀌었다. 올 상반기에 치러진 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

직이고 정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19세기에

서 압승이 예상됐던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낙마했다. 아혹

민족주의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주도했다.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이 형성되기 전부터 나들

전 주지사를 지지했던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일찌감치

라뚤 울라마(NU)와 무함마디야 같은 이슬람단체들은 학교와 병원을 건설해 운영하는 등 국가권력

레임덕이 시작됐다. 쁘라보워 수비얀또 그린드라당 총재는 자신이 후원했던 아니스 바스웨단이

을 대신해 교육과 복지 사업을 펼치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커졌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쁘라보워

인도네시아공화국 수립 후에는 정당을 설립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이슬람사

총재는 육군전략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장성으로 2014년 대선 때 조코위 대통령과 경쟁했던 유력

원들은 견고하고 거대한 네트워크가 됐고, 종교지도자들은 설교를 통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후보였고 2019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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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무슬림의 목소리가 이슬람 조직을 타고 위로 수렴될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과 화교의 관계

수도 있다. 종교단체 고유의 충성도와 자금동원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은

화교상인은 고대부터 인도네시아와 교역을 하면서 이슬람을 전파했다. 이후 근대 제국주의 시대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잘 훈련된 정치조직이자 민중조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에 들어와서는 화교상인뿐만 아니라 화교노동자까지 인도네시아로 진출했다. 화교는 네덜란드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식민정부 시대에 중간관리자로 현지인과 직접 만났고, 무역업자로서 중국산 사치품과 인도네시아
산 향신료 등을 중계하는 등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또 화교들은 바타비아(옛 자카르타) 항구
건설 현장, 수마트라와 자바 지역 플랜테이션과 광산 등지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화교들이 특유의
부지런함과 수완으로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대항할 정도의 부와 인구를 획득함에 따라 그들은 네덜
란드와 인도네시아 모두를 위협하는 세력이 됐다. 또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현지인의
반감이 화교에게 가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지인과 화교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슬람상인과 화교상인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상권을 놓고 경쟁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이슬
람 민족기구인 사리깟이슬람(Sarikat Islam. 이슬람연합)은 화교상인과의 경쟁에서 무슬림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1911년에 창립된 단체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시골과 오지에서 화교의 소매업
을 금지했고 화교를 도시로 이주시켰다. 이에 시골에서는 인도네시아인 알리를 앞세우고 뒤에는
중국인 바바가 장사한다는 의미로 ‘알리바바’라는 말까지 유행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시대를
거치면서 이슬람 정당과 인도네시아공산당(PKI) 그리고 현지인과 화교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두고 계속 경쟁했다.
인도네시아인이 화교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현지문화에 대한 배타성과 과거 중국
정부의 내정간섭 시도이다. 화교들은 쇼비니즘(chauvinism, 맹목적인 애국심 또는 중화사상)에
젖어서 현지문화에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지역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토착민들과 갈등

△ 이스띠끌랄 대사원 내부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온건하고 포용적
인도 구자랏 상인, 중국 상인, 아랍 상인 등이 무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을 전파했다.
전쟁을 통해 이슬람이 전파된 중동지역과는 시작부터 다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평화적으로 전파
된 이슬람을 유연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에는 토착신앙이나 토착문
화가 많이 섞여 있다. 특히 자바지역에서는 토착문화와 힌두문화의 바탕 위에 이슬람이 혼합돼
아랍과 다른 형태의 이슬람이 되었고, 이런 성향의 이슬람신자들을 ‘아방안’(Abangan)이라고 부른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원리주의 성향이 가미된 것은 19세기에 해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인도네시
아인들이 직접 아랍에 가서 이슬람 부흥운동을 배워온 이후부터다. 하지만 아방안들은 아랍에서
들어온 이슬람 원리주의를 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을 일으켰다. 1960년대 냉전이 한창일 때는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공산화를 위해 수카르노 정부뿐만
아니라 자생 공산조직을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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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온다
지구촌의 여느 국가들처럼 인도네시아도 경제의 저성장과 실업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자원가격 약세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감소했고, 이어 투자와
소비도 위축됐다. 소득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원망할 곳을 찾는다. 서구기업과 중국
인의 착취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핑계가 된다.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화교에게 폭력을 가했
던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18세기 바타비아 폭동은 설탕 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난, 1965년 9·30 정
변은 수카르노 말기 경제난, 1998년 5월 사태는 수하르토 말기 경제난과 아시아 금융위기가 겹치면
서 발생했다.

△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플랜테이션 소유주의 식사 모습. 네덜란드인 소유주의 주방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들고와 함께 식탁에 올렸다. 사진은 자카르타 멘뗑 지역에
있는 쿤스트링 레스토랑에 걸린 그림으로 당시 모습을 재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이슬람이 거리로 나온 이유 – 신구세력 대결과 중국에 대한 두려움
자카르타주지사 후보 간 경쟁은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대결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바 출신
이슬람계 원주민 중심의 구정치세력과 비이슬람·비자바·중국계가 포함된 신정치 세력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기선을 잡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수도인
자카르타의 주지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선거에서 조코위 대통령 측근인 아혹
의 탈락은 정치적 기반이 약한 조코위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듯 보였지만 조코위는 여당연합과
국회, 군부 등과 손잡으면서 영리하게 대처해 위기를 모면했다.
표면적으로는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신성모독에 항의하는 시위였지만 이면에는 중국 패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부공식 홈페
이지]

살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온다

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기업의 진출, 막대한

지구촌의 여느 국가들처럼 인도네시아도 경제의 저성장과 실업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인프라 개발 자금 지원 등을 부담스럽게 바라본다. 또 중국 브랜드의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수년간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자원가격 약세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감소했고, 이어 투자와

중장비, 의류, 가구 등이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인도네시

소비도 위축됐다. 소득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원망할 곳을 찾는다. 서구기업과 중국

아 시장에서 우위를 보였던 인도네시아 토종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인의 착취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핑계가 된다.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화교에게 폭력을 가했

이런 두려움이 이슬람 또는 민족주의라는 구호를 앞세워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던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18세기 바타비아 폭동은 설탕 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난, 1965년 9·30 정
변은 수카르노 말기 경제난, 1998년 5월 사태는 수하르토 말기 경제난과 아시아 금융위기가 겹치면
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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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가 아니라 세속주의•민주주의 국가다. 연초에 이어진 이슬람 시위
규모만 보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들었지만 곧 다양성을 존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라오며 진정됐다. 1만7천여 개의 섬에 수백 개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종족
들이 흩어져서 사는 인도네시아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가진 국가다. 그리고 종교
를 포함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하려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이념인 ‘빤짜실라’의 모토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거대한 군도가 통합된 국가형태를 유지할 때 외교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잘 안다. 이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 다양성을 해치고 국가통
합을 해칠 만큼 독주하면 바로 견제를 시작한다.
1998년 5월사태로 독재자 수하르토가 실각하자, 인도네시아는 4년간의 헌법 개정 작업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주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교육 받은 중산층은 더 이상 정치세력의 선동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군중이 아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양
한 세력이 경쟁하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인의 눈에 혼란스럽고 원칙이 없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역동적이고 유연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낸다. 오히려 이런 역동성을 강제로 억압했을 때 폭동이
일어났다.
무슬림과 화교는 인도네시아 안에서 경쟁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협력해야 한다. 중동지역 국가가
아니면서 이슬람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인도네시아는 비이슬람국가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무슬림
시장으로 진출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5세기에 융성했던 말라카왕국 그리고
지금의 싱가포르가 하는 중계무역국가의 역할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 주체는 무슬림과 화교가
될 것이다. 무슬림은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화교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인도네시아의 일부일 뿐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어주
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국가가 인도네시아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9월 칼리만탄 지역에서 열린 무슬림 어린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
다. [사진: 조코위 대통령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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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슬람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탈라스로 갑니다. 10만의 군대가 넘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패퇴한 중앙아시아 전역이 이슬람화됩니다. 중국 신장성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스탄’이 붙는 중앙아시

이슬람의 이해(2)

아의 여러 나라들이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을 받으며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있었음에도 지금
까지 고스란히 이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이때 이슬람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1,300
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슬람 제국의 확장
이후에도 다양한 이슬람 국가들이 출현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간 이슬람 제국

합니다. 몽골 제국 이후 티무르가 이슬람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고 딱 100년 만인 732년에 프랑스 파리 교외 푸아티에까지 갔으니까 이슬

을 표방하며 중앙아시아 전역을 통일합니

람은 불과 1세기 만에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남서부 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세력권을

다. 그런데 티무르 가문의 권력 투쟁에

형성하게 된 겁니다. 동쪽으로는 710년에 오늘날 파키스탄의 모체가 된 신드 주와 인도의 펀자브

밀 려 티무르의 마지막 손자 바부르 세력

주까지 진출합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건넌 게 711년이니까 바로 그 시기에 인도 펀자브 지역까지

이 새로운 살길을 찾아 남쪽으로 몰려오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서로 낙타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깃발을 꽂은 곳이 자기네 땅이

됩니다. 티무르의 수도는 지금의 우즈베키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가면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못 갑니

스탄 사마르칸트입니다. 그때 남하한 바부

다. 751년에는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해서 중앙아시아 전역이 이슬람화됩니다.

르 세력이 정착한 곳이 인도 북쪽이며
그곳에 다시 무굴 제국이라는 이슬람 왕국

장건이 기원전 139년경에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751년 탈라스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약 800년간

을 세웁니다.

의 실크로드 교역이란 파미르 고원 동쪽에서의 교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파미르
고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절대 한계입니다. 가장 높은 고봉은 7천m에 달하는데 어떻게 넘겠

인도는 500년간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야 넘을 수 있었겠지만, 낙타에 짐을 싣고 대량으로 고원을 넘기는 불가능

1858년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기 전까

했습니다.

지였습니다. 무굴 제국 300년에 그 전 노예
왕조, 그 이전 가즈나 왕조까지 합치면 약

탈라스 전쟁은 두 세력, 이슬람과 당나라가 파미르 고원을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넘는 계기가

500년이 됩니다. 힌두교가 인도의 정치적

됩니다. 고선지 장군이 파미르를 넘어서 지금의 파키스탄의 길기트와 펀자브를 공격하죠. 길기트가

헤게모니를 잡은 것은 간디에 의해 영국 배

파미르 고원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고선지를 나폴레옹보다 위대하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대단하
다 그러지만, 나폴레옹은 18세기 사람이고 알프스의 평균 고도는 3천 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파미

△ 평균 고도 6천 m의 대산맥들을 품고 있는 파미르 고원

에서 벗어난 1947년 이후의 일입니다.

인도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탈라스 전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르 고원은 평균 6천m에 달하고, 그보다 천 년 전에 넘었으니 정수일 교수님 말씀으로는 나폴레옹과
고선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고선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비잔틴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동쪽의 비옥한 오리엔트 지역을 대부분 포기하고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 성벽을 걸어 잠급

124

Chapter Ⅳ - 특별 기고 125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7년 통권 4호

니다. 콘스탄티노플 성벽은 3중으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아랍이 계속 공격하지만, 성벽

도 모자랄 판인데 피지배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그러

을 뚫지 못해서 결국 살아남습니다.

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비잔틴 제국은 800년을 더 버티다 1453년 또 다른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튀르크에

그래서 누구를 통제했을까요? 이전 사회의 왕이나 토호 세력들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니까

주면서요. 주민 전체를 어떻게 직접 통치하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통치가 근본적으

오스만튀르크는 1638년까지 종횡무진으로 세력을 넓혀 합스부르크 가의 수도 빈까지 진격합니다.

로 가능하지 않았고, 또 이 방식을 취한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토호 세력들은 전쟁이 끝나
서 자기 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녜요.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재산을 빼돌려 놓고 처분만 기다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1년에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서고트 왕국을
점령합니다. 이후 800년간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이슬람 문화를 유럽에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

고 있는데 “너 그대로 왕 노릇 해.”하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정서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다. 그중에서도 톨레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톨레도가 르네상스의 원산지라해도 틀린 말이 아닙
니다. 여기에 집적된 지식과 정보가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그 대신 두 가지 조건을 걸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예속입니다. 반란
을 일으키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충성하겠다는 상징이 바로 세금을

당시 유럽에서 톨레도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유럽
은 아직은 암흑의 시대, 잠자는 시기였습니다. 배 타고 바다로 나가면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는

꼬박꼬박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받아서 100% 다 갖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정 부분은 중앙
정부에 내고 나머지를 먹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하다가 파문위기에 처한 때가 17세
기 초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은 이슬람의 앞선 과학과 학문을 받아들일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
니다.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얼마 이상은 거둬들이지 말라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
들이 안 내던 세금을 중앙 정부에 내면 벌충해야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더 못살게 굴 가능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못 견디니까 반발하게 됩니다. 통치 기반이 흔들

그래도 제노바와 베네치아 사람들, 피렌체 메디치 가문은 국제 교역을 하면서 세계의 흐름과

리는 거죠. 이슬람은 예전에 가렴주구 하던 세금 정책을 제대로 뜯어 고치고, 조세 시스템을 법제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테제였던 이슬람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시켜 주고, 훨씬 가벼운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둬 일정 부분 중앙 정부에 내고, 나머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상호 합의를 통해서 비율은

에 그곳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베네치아와 나폴리는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다르게 정했습니다.

가능했고 피렌체에는 메디치가라고 하는 예술과 학문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
습니다.

이슬람의 성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세혁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 설명하
지 않으면 무리한 억측이 난무하게 됩니다. 종교적 도그마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감성이 들어가고

이슬람의 성공 비결은 조세혁명

적개심이 개입돼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핵심은 토지 공개념 제도와 조세 제도의 혁명이었습

이제 이슬람이 어떻게 그 넓은 지역을 지배하며 제국을 운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혈통

니다.

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기존 토호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끌어안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전
왕조가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을 때 썼던 방법과 완전히 달랐던 부분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은 지배 인구로 광대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
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쟁 직후에야 죽을지도 모르나 당장 충성

왜 이런 정책을 썼을까요? 아니,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메카에서 출발한 유목 중심의 아랍 심장

을 맹세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하지만 1년만 지나도 요령이 생기고, 상대방을 파악하게 되겠

부, 이른바 성골들은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비잔틴 제국 같은 거대한

죠? 자기가 조직과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고분고분 말을 듣겠어요? 반면 중앙 정부에서는

인구 중심의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주가 한 100여 개 되면 각 주에 한 명씩 총독으로 보내

토호 세력이 딴 마음을 품고 반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감시시스템을 작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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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합니다. 그게 고장 나면 금방 반발하지 누가 말을 듣겠어요?

화합과 평등을 내세운 내치 시스템
삼분 체계는 대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통치철학이자, 시스템, 관료 제도

그 해결책이 바로 ‘삼분 체계’였습니다. ‘왕의 눈’과 ‘왕의 귀’를 파견하는 겁니다. ‘왕의 눈’과 ‘왕의
귀’는 페르시아 제국의 기본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이슬람이 페르시아를 복속시키면서 거기 있던

가 안정화되는 구조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안쪽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대로 배운 겁니다.
이슬람의 기본 철학은 ‘자율과 평등’입니다. 새로운 이슬람 정치 체제의 철학적 기조가 되는 가치
제일 위험한 것이 군사적 반란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그 지역의 최고 사령관은

들입니다. 첫 번째 가치인 자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든 부족들이 지금도 독립적입니다. 중앙

중앙 정부에서 직접 파견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서 정확한 액수를 중앙 정부에

정부가 한번 와해되면 모든 부족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모두

내고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폭압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조세 징수관을 또 직접

그렇습니다. 다 내전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다른 부족에게 예속되는

보냅니다.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자율이 평화롭게 유지되려면 위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컨트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부족 일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인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군 사령관과 조세 징수관을 중앙 정부에서 내려 보냈

무너지니까 각각의 자율이 부딪치면서 평형이 무너진 겁니다.

는데, 두 사람이 지방 토착 세력과 결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령관 월급 얼마 돼? 내가 2배 줄게”,
“조세 징수관, 이렇게 보고하면 나머지는 네 호주머니에 넣어 줄게”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가능하

두 번째 이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입니다.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스트가 없습니다.

잖아요. 21세기 첨단 사회를 사는 지금도 근절이 안 되는데, 이 시기에는 당연한 거겠죠. 군 사령관

원래 독립적인 부족이니 카스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부족이 우월하고 다른 부족이 열등하

과 조세 징수관이 지방토호들과 결탁하면 가공할 세력이 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지방 왕이 군사

다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이런 성향들을 잘 이해해서 처음부터 성직자

권과 조세권을 쥐고 백성을 흔들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겠죠.

제도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도 일종의 카스트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얼마나 철저합니까?
교황과 대주교와 주교와 신부, 수녀, 평신도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찰관을 보냅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을 심복 중에 심복, 충성스런 신하를

은 성직자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파견합니다. ‘왕의 눈’과 ‘왕의 귀’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사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적
인 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가까워질 것 같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 이간질시켜서

예배 볼 때 왕과 평민이 함께 봅니다. 모스크에서 예배 볼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앞줄에 섭니다.

힘을 떨어뜨립니다. 삼권분립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시민 감시단 같은 역할

뒤에 온 사람은 설사 왕이라 해도 앞줄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을 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통치하라divide and control'라고 하죠?

뒤에서 혼자 예배 볼 수도 없습니다. 이쪽 벽면에서 저쪽 벽면까지 앞줄이 채워지지 않는 한, 두 번째
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맘이 예배 집전을 시작하지 않습니

자기가 그들을 분리시킬 힘이 부족하다면 즉각 중앙 정부에 요청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중앙 정부 군사력을 투입해서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

다. 이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두 열을 맞춰서 나란히 섰습니까? 하고 돌아보면서 물어봅니다.
뒤에서 그렇다는 반응이 오면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철저합니다.

되지 않는 지배 인력들이 천 년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실패 사례도 많았겠죠. 하지만 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어요. 누가 이걸 연구하면 박사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줄은 어떻게 맞출까요? 요즘 현대식 모스크는 바닥에 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 모스크에
서는 어깨와 어깨를 맞닿습니다.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공간을 사탄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볼 때 하느님과 자기가 대면하는데 사탄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므로 옆 사람과 어깨를 마주쳐
서 공간을 없앱니다. 옆에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으면 설령 예배를 봤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왕이 오더라도 순서대로 끼어들어 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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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곧이곧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앞줄에 경호

이슬람의 소수민족 포용 정책

원이 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지 보고 미심쩍은 사람이 있으

세 번째가 ‘소수민족 보호’입니다. 같은 이슬람끼리는 평등으로 끌어안지만, 자기와 다른 종파와

면 바꾸라고 합니다. 왕이 나타나면 경호원이 자리를 비켜 줍니다. 경호 체크가 끝난 자리에서 왕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일단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습니다. 이 정책이 사회 발전과

예배를 보게 하는 거죠. 그거야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니까 그럴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평등이라

역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는 기본적인 질서는 안 깨뜨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대단
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차별이 아니라 세제상 차별
을 둡니다. 인두세 10% 정도를 더 내게 하는 겁니다. 10%를 더 내더라도 그 이전에 시도 때도 없이
갈취하던 수탈 경제 체제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교도라고 모멸당하지

물론 예배 보는 공간을 벗어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GCC국가에서

않고 신앙과 문화적 전통은 그대로 인정되고 보호됐으니 충분히 따를 만했습니다.

가난한 이슬람 국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들입
니다. 이슬람이라고 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할까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게토(ghetto, 거주지)를 인정해 줍니다. 아르메니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도 거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 기독교 정교, 유대교 커뮤니티가 따로 모여 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자기네 교회도 짓고 자기

우리는 도그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곳의 종교적 법류에 따라서 랍비와 대주교 같은 그곳 최고 지도자가
생사여탈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사법과 행정, 종교의 자율권을 줬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것
을 딤미Dhimmi 제도라고 하고, 오스만 제국 때는 밀레트Millet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도는
이슬람 천 년간의 소수민족 보호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고장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작동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 게토가 많은 곳이 아랍입니다. 이란에도 많이 있고,
모로코와 이집트, 터키에도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그랜드 바자르가 있는데, 그랜드 바자
르 1번가가 모두 보석상입니다. 그게 대부분 유대인들 겁니다. 뒤에 금은세공 골동품 거리는 아르메
니아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펫 거리는 쿠르드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수민족
들이 그랜드 바자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터키 최대 민영방송사는 NTV, 최대일간지는 <휴리에트Hurriyet>를 꼽는데요. 원래 터키의 대표
적인 유대계 언론이었습니다. 98%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회에서 유대인이 발행하는 신문이 최대
부수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같은 거죠. 온 국민이 그 신문사 설립자가 유대인이란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신문이 가장 볼거리가 낳고 유익한 정보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 신문을 사는
겁니다.
터키 10대 재벌 중에서 3개 이상이 유대계입니다. 알라르코Alarko, 와코Vakko, 프로필로Profilo,

△ 모스크에 일렬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무슬림들

이 3개가 유대계 기업입니다. 터키 국민치고 이 회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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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포스코 같은 회사입니다. 유대계 회사 상품을 왜 팔아 주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되묻
습니다.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거냐? 유대계든 어디든 소비자의 구매에 맞으니까 사는 겁니다.
미디어에서는 팔레스타인, 알 카에다, IS 등을 보면서 무슬림들과 유대인의 갈등, 서로 폭격하고
참수하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또 다른 깊이는 함께 사는 것에 익
숙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주류의 모습인데, 이런 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
서 덮여 있는 겁니다.
이스탄불 맞은편에 있는 갈라타 타워에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인 시너고그
도 있습니다. 제가 필드워크 하느라고 거기를 자주 다녔습니다.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단식하는
기간인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갈라타 타워의 유대인들도 다 같이 단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단식하는 풍습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지내더라도 라마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무슬림들과 같이 그 기간에 단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지적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유대인 중에는 보석상도 있고, 도매상도 있고, 요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 14-15세기에 제노바인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자 전망 탑으로 지은 갈라타 타워

왜 유대인이 라마단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질문이 이상하다고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을

그 사람들 말이 “내 고객의 99%가 무슬림들인데, 내 고객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진 자나

겁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포용하고 서로 존중해

갖지 못한 자가 고통을 공유하기 위해 저렇게 절절하게 단식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종교와 문화가

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을까요? 이슬람에는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1500만 명 인구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에 배불리 먹고 내 고객을 대한다는 것은 장사의 기본 원칙에도 안

를 가진 이스탄불 대도시 한가운데서 말이죠.

맞다.”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고객들 때문에 자기가
먹고살고 존재 가치가 있는데 고개의 고통과 정신에 동참하고 존중하는 것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적

무함마드의 등장

인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왜 단식 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함마드의 리더십입니다. 유대인
작가 마이클 하트가 저술한 《랭킹 100: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에서 그는 단연 무함마드를 1위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로 역사상 세속적인 리더십과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장 성공적
으로 발휘한 점을 들었습니다. 서구의 비판 일변도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측면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메카에 있는 조그만 오아시스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퍼지게 되었던 계기가 단계적으로
있겠죠? 메카에만 있었다면 교역하는 사람들에게 얻는 정보는 있었겠지만 대제국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첫 번째 디딤돌이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향한 대이주입
니다.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고 일신교를 설파하자 메카에 있는 우상숭배자들이 끊임없이 무함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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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메디나로 이주합니다.

메디나의 두 부족이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메카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무함마드를 초
청합니다.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아떨

왜 메카 북쪽에 있는 메디나로 이주했을까요? 메카는 교역 도시이기는 하지만 땅 자체가 비옥하
지는 않습니다. 반면 메디나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야자수가 가득하

어져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사후 정통 칼리프 시대의 수도가 바로
이곳 메디나가 됩니다.

고 곡물 재배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에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죠? 이곳에 원래부터 살던 부족
이 아우스족과 카즈라즈족인데, 이 비옥한 땅을 놓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때 무함마드가 분쟁 조
정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메디나의 초청을 받습니다.

꾸란 다음으로 이슬람에서 중요한 경전이 하디스입니다.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도 세계 하디스 학문의 중심지는 메카가 아니라 메디나입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그곳에
자리 잡고 실제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의 유해가 묻혀 있는 사원도 메디나에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가진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아랍 사회에서 가장 칭송받았던 것이 바로 ‘분쟁 조정자’역
할이었습니다. 철저한 균형 감각과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 예리하고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아라비아 반도에서 비옥한 땅이었던 메디나의 옛날 모습

△ 아라비아 반도에서 비옥한 땅이었던 메디나의 오늘날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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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튀니지 사회경제연구소(CERES) 연구원, 미국
워싱턴 대학 방문교수를 지냈다. 현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및 박물관장
이다.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이슬람과 한국문화>, <쿠쉬나메>등 60여권
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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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산림센터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7월 25일, 도착 1일차)
자카르타에 도착 한 후 처음 방문한 곳은 한인니산림센터이다. 한인니산림센터는 한국과 인도네

인도네시아 해외산림연수(2016.7.24~8.2)

시아 정부 간의 산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산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기관
이다.
2011년에 개소하여 현대식 열대 양묘장 운영 지원, 생태 교육 모델 숲 시설 및 운영지원, 산림휴양

충남대학교 김원섭, 이하영

지 조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조림 및 바이오에너지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업 등도 추진함으로써 국제산림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국내의 산림뿐만 아니라 해외산림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발전된 임업기술이 해외에서는 어떤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지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센터에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 종교, 인구와 같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임업, 그리고 한인니산림센터의 활동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최근 인도네시
아 임업분야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탄지인데, 이탄지와 관련한 REDD+ 사업(열대림보호

이번 연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산림협력관계를 알아보고, 해외산림사업에 대한 지식을 쌓고,

와 지속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REDD+ 사업과 관련한 이탄

앞으로 우리나라의 임업발전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百聞不如一見’이라는

지 수위측정, 산불피해지 복구 활동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말이 있듯이 책을 통해 이해하는 간접적 경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으로 기회의 땅이지만, 외국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복잡한 절차,

있어 인도네시아 산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 가지 사업허가, 비자 문제 등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날짜

행선지

활동

7.24

인천 → 자카르타

7.25

자카르타 → 센툴 → 보고르

7.26

보고르 → 자카르타

7.27

자카르타 → 중부자바 스마랑

7.28

스마랑

7.29

스마랑 → 족자카르타

열대 자연림/국립공원 탐방

7.30

족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문화탐방
(보로부두르/프람바난사원)

7.31

족자카르타→ 쯔뿌

8.1

쯔뿌 → 스마랑 → 자카르타

8.2

인천

자카르타 도착
한인니산림센터 및 코린도 본사 방문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방문

한인니산림센터 같은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뿐 아니라, 임업 관련 기업들도 보다 용이하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르농대 초청 교류행사
보고르 식물원 탐방
산림조합 중앙회 조림지 견학
영림공사 스마랑 탐방
영림공사 티크 양묘장 및 가공공장 견학
임업진흥원 바이오매스 조림지/양묘장
바이오매스 조림지 무육작업 및 수확실습

족자카르타 문화탐방(크라톤 술탄왕궁)
영림공사 티크 연구소 견학
인천국제공항 도착

△ 임업진흥원 대학생 해외산림연수 일정표
△ 한인니산림센터 방문 및 인도네시아 산림과 협력현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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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7월 25일, 도착 1일차)

코린도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로 하는 업무는 현장 인부들 관리 및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대 하였던 일정이다. 임학과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기업인 ‘코린

감독을 한다고 하셨다. 또한 연봉과 복리후생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도’의 본사를 방문 하였다. 한국인이 설립한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인 코린도는 한국인 관리자 직원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셨다. 연수자 대부분이 코린도 입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300명과 현지직원 약 2만 여명이 근무하는 회사이다.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원개발 뿐 아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연수 전 국내에서 책과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들었던 인도네시아에서

라 무역업, 중공업, 금융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림지의 총 넓이는 서울 면적보다

의 조림사업과 코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남았는데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조금 넓은 6만 7200㏊이고, 앞으로도 확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코린도 기업의 주사업은 자원사업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원목, 목재가공, 팜오일)이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코린도 그룹은 2008년에
인도네시아 전체 합판과 신문용지 생산량의 30%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방문 & 보고르농대 학생들과의 교류행사(7월 25일, 도착 1일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은 센툴 지역 630

코린도의 한국인 직원 분들이 직접 코린도 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설명, 팜오일 관련 수종 및

㏊의 국유림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로 생태 교육 모델 숲을 조성하고 인니 영림공사와

처리과정,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에 대한 전망, 코린도 채용 및 현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인니산림센터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곳에는 한국의 선진 녹화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기숙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센툴숲에서 보고르농대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르농대는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자카르타에서 남쪽에 위치한 보고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고르는 한국의 수도권과 같은 위치로 보면 된다. 센툴에 있는 다목적강당에서 보고르농대 학생들
과 서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 같이 센툴에 있는 트레킹 코스를 산책했다. 트레킹을 하며
서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본인들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탄탄하다는 것이다. 나도 한국의 임업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센툴숲에서 일정을 마치고 장소를 이동하여 본격적인 교류 행사를 진행
하였다. 서로간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하여 조를 짜서 조별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 내용으로는 ‘보고르농대 : 산림농법에 관한 발표’, ‘인도네시아 생태 다양성의 파괴’, ‘한국
지역 산림 복지화 사례를 통한 인도네시아의 적용 가능성’ 등이 있었다. 우리조는 ‘한국과 인도네시
아의 사방시설’ 이란 주제를 설정했다. 인니 친구들은 굉장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발표를

△ 코린도 자카르타 본사 견학

인도네시아는 나무가 자라기에 최적화 된 지역이라, 심은 지 3년 밖에 안 된 나무가 18m정도 자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가장 우수한 형질의 ‘모수’에서 나온 클론 종자를 활용하여 조림에 사용
한다고 한다. 이처럼 최적화된 생육환경에 과학기술이 더해져서 성장속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효과

들어 주었고 또한 인도네시아의 사방시설의 목적과 환경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인도네시아는 10월~4월은 우기, 5월~9월은 건기라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1년 사계절에 걸쳐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는 매일같이 스콜이 반복되고 건기에는 몇 달 동안 비가 안 내리기도 해서
계절 간 차이가 심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시설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기에 넘치는 물을
저장하여 건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적으로 조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조림을 하는 주수종은 성장이 빠르고 목재 이용가치가 높은 유칼
립투스 펠리타와 아카시아 망기움이라고 하였다. 그 외의 수종의 선택 가능성에 대해 질문 하였는
데, 기존에 심어왔던 수종 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아직까지 효율성과 경쟁력에서 기존
의 것을 대체할 만한 수종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보고르대학 학생들이 배우는 임학의 방향성이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산림 보호와 관리, 지속가능성 등이 점차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에 관해서도 여러
수업을 듣지만, 보고르농대 학생들은 보호나 관리 보다는 자원 활용, 이용 방법같이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학문의 초점이 다른 이유가 아마 국가적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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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산림 전공 학생으로서 다른 나라의 산림에 대한 정보와
인도네시아의 학생들이 임업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보고르농대
학생들과 정보를 나누고 토론을 하며 서로간의 사방시설의 장단점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보고르 식물원(7월 26일, 도착 2일차 오후)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보고르에 위치한 식물원으로, 1817년에 설립 되었다. 보고르 식물원은
네덜란드령 시대에는 보이텐조르히 식물원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44㏊의 면적과 해발고도 260m,
△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입구

△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안내판

기온 22℃~30℃, 연강수량 4,250㎜에 이른다. 식물원 내에는 1만종 이상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야자나무과, 대나무과, 난초과가 많다. 엄청난 규모의 이 식물원은 세계 2대 식물원이기
도 하다. 규모만큼이나 놀라운 점은 이곳의 식물들은 상상을 초월한 크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마치
공룡이 살던 시대가 연상될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였다.
한국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본적이 없기에 목을 뒤로 다 젖혀야 그 끝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나무
앞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식물원에 갔을 때는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물들이 모여
있어 식물원 하면 그 정도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는데 보고르 식물원은 내가 갖고 있던 식물원의
이미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보고르 식물원에서, 나무를 벌채하여 얻는 경제적 가치, 조경을 통한
미적 가치들 뿐 아니라 나무 그 자체로서 얻어지는 가치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주로 마을 앞에 놓여 진 큰 나무들이 주는 안정감과 상징적 가치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좀
더 나무가 지니는 다방면의 가치들을 고르게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면 좋을 것 이라

△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에서 보고르 농대 학생들과 기념촬영

는 생각을 해본다.

△ 보고르 식물원 방문

△ 보고르 농대 학생들과의 교류행사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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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조림지 견학(7월 26일, 도착 2일차)

영림공사 티크 양묘장 및 가공공장 견학(7월 27일, 도착 3일차)

산림조합중앙회는 인도네시아에 이미 170㎢를 조림했으며 향후에 1,000㎢를 목표로 해외 조림사

프레젠테이션 이후 가구재 등 고급 목재로 각광 받고 있는 티크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인도네시아 합작조림지를 임산자원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티크는 견고하고 습기에도 강하기에 수축과 팽창이 적어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적고 가공하기 쉽다

수행할 수 있도록 조림면적 10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주역인

고 하였다. 또한 벌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며 쇠붙이에 대한 부식이 없어, 선박재로도 많이 쓰이고

산림조합의 선진임업 기술과 산림조합 경영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 보급 및 전수하고 있었다. 조림

있다고 한다. 티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가공공장을 방문하여 작업 현장 탐방 및 현장에 관하여

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뒤 조림지를 둘러보았다.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가공공장과 인도네시아의 가공공장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 산림조합중앙회 조림지 입간판

△ 티크 양묘장

△ 조림지 견학

△ 영림공사 가공공장 견학

영림공사 스마랑 탐방(7월 27일, 도착 3일차)

한국임업진흥원 바이오매스 조림지/양묘장 방문(7월 28일, 도착 4일차)

영림공사는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이며 조림을 포함한 국유림의 기획, 관리, 활용 및 보호의

우리가 방문한 한국임업진흥원의 바이오매스 조림지/양묘장은 2011년 7월, 인도네시아 국영

임무를 수행한다. 중부자바지역의 국유림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서, 인도네시아 수림 지대의 특징

영림공사와 임업진흥원이 “목재바이오매스조림 및 우드펠릿 생산에 대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과 생태림 등 최근 강조 되고 있는 녹색관련 자원 활용 현황, 산림지역 인근 주민 고용 등 경제, 고용

인도네시아 스마랑 지역 내 “목재바이오매스 시험조림사업에 관한 MOU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

관련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4월) 하여 시험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우드펠릿 등 바이오매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조림지를 건설
하였다고 한다. 또한 근처 중국계 신재생에너지회사와의 계약을 맺어 이 조림지의 사업성과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한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는 여러 시행착오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추후 더
큰 면적의 조림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 해줄 수 있는 시범 사업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기후 특성상 한국과는 다른 조림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곳의 조림수종은 인도네시
아 토착 속성수인 ‘글릴리시디아’라는 수종이다. 이곳에서 벌채한 나무는 전부 바이오매스 등의

△ 영림공사 중부자바 지사 입구

△ 녹색자원관련 활용 현황 청취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무의 형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수종은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이 잘 자라는 특징을 가졌다. 그러므로 삽목보다는
형질이 불량하게 나지만 손이 덜 가는 그루터기를 통한 맹아 갱신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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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2~3년)에 벌채할 정도의 높이가 완성되므로 순환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벌채를 하고 맹아
갱신을 위해 남길 나무의 밑단을 0㎝, 20㎝, 50㎝ 세 가지로 나누어 남겨놓고 맹아력을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조림과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시행착오에 대하여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임업진흥원의 많은 노력을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이곳에서 또한 직접 삽수와 수확기의 나무를
벌채 해보았다.
벌채 작업은 생각보다 손쉬웠고, 양묘장에서도 작업은 간단했다.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한 줄기를 따로 모아 잎과 줄기의 길이를 일정하게 자른 다음 양묘 장소에 옮겨심기만 하면 되었다.
현장에서는 인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들과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지시하고 감독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 머라피화산 전경

△ 조별 단체사진

·프람바난사원
주말에는 인도네시아의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프람바난사원이었다. 프람바난사원은 동남아에서 가장 큰 힌두사원이자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힌다. 높이 솟은 첨탑형태의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은 자바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곳이
기도 하다. 찬란한 역사와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멀리서 보이는 사원의 압도적인 웅장함은 할 말을 잃게 했다. 옛날에는 240개나 되던 사원들이
화산의 폭발 및 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붕괴가 된 상태라고 한다. 현재는 18개의 사원밖에
△ 양묘장 묘목 삽수

△ 벌채 작업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힌두교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웅장한 인류 문화 유적지임에는 틀림없었다.

인도네시아 자연 탐방 및 문화 탐방(7월 29일~7월 31일, 도착 5~7일차)
·머라피화산지구 탐방
인도네시아의 자연을 볼 수 있는 머라피화산은 ‘불의 산’이라는 뜻으로 해발 2,968m이고 세계에서
도 손꼽히는 활화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자연환경 이었다. 화산은 1000년에
한 번꼴로 대규모 폭발을 하는데, 마지막 폭발은 1006년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해온
마타람 힌두 왕조의 몰락을 낳았을 만큼 피해가 컸다고 한다.

△ 프람바난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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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부두르사원
보로부두르사원은 세계 최대의 불교 건축물이며 세계문화유산이다. 보로부두르는 산스크리트어
로 ‘산 위의 절’이란 뜻이다. 피라미드의 외관과 닮은 거대한 장관에 입이 떡 벌어졌다. 목이 아프도
록 한참이나 위를 쳐다본 후에야 이 사원의 위쪽 끝을 볼 수가 있었고 수많은 불상들이 제각기 다른
얼굴을 한 체 내려다 보고 있었다. 사원을 가까이서 둘러보던 중 이 곳 불상의 특이한 점을 알게
되었다. 군데군데 코와 한 손이 없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외세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많은 약탈이
있었고 그때 잘려 나간 것이라고 했다. 건물은 기단 위에 정방형으로 5층을, 그 위에 또 원형으로
3층을 짓고 꼭대기에는 큰 종모양의 탑을 얹은 총 9층짜리 건물로 높이는 31.5m에 달한다. 이 유적
은 8세기 중엽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 티크 묘목

영림공사 티크 연구소(8월 1일, 도착 8일차)
버스를 타고 5시간가량 달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쯔뿌에 위치한 영림공사 티크 연구소였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며 조림과 국유림의 기획, 관리, 활용 보호를 임무를 수행하는 영림
공사 산하의 연구소이다. 벌기령이 길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40년씩 기다려야 하는 고급 목재인
티크를 빠른 기간 내에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곳 이다. 이 곳에서 연구소장님과의 미팅시간도
갖고, 현장 체험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같은 직경을 가진 두 개의 티크 나무를 비교했는데, 하나
는 10년간 빠르게 자란 티크였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자란 티크였다. 티크를 갈라서 비교해
보았는데 확실히 오랜 기간 일반적으로 자란 티크와 빠르게 생장한 티크 사이에는 무늬부터가 달랐
다. 티크나무의 종자도 처음 보았다. 티크나무의 종자는 2년간 썩지 않아 서늘한 곳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한다고 했다. 종자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엄지손톱 만하였다. 건물 뒤쪽에
위치한 티크 치수를 키우는 곳에서 직접 순을 채취해 보기도 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곳을 방문하기
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 티크 종자

△ 티크 치수

△ 티크 치수

맺음말
이번 연수를 통해 같은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한·인니 산림센터
와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을 방문하며 현재 이루어지는 해외협력분야에 대하여 이해하고, 영림공사
견학을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업 현장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 조림지와 임업진흥원 바이오매스 조림지방문은 티크, 글릴리시디아와
같은 열대 수종과 해외조림에 관심을 갖는 계기도 되었다. 연수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스스로
를 돌아보게 되었고, 해외협력분야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진로 방향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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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조직(2017. 11. 7. 현재)

산림환경부 DG, Director 명단(2017.10.30.현재)

·근거법령: 환경산림부에 관한 2015년 대통령령 제16호(2015년 1월 23일부로 효력)

산림환경부 DG, Director 명단(2017.10.30.현재)

·조직개편 및 인사 내용 (DG 인사 발표: 2015년 5월 29일, 전문위원: 7월 24일)
구분

조 직 (DG)

기타

-

사무처 Sekretaris Jenderal
(Dr. Ir. Bambang Hendroyono, M.M.)

IPB졸

-

감사실 Inspektur Jenderal
(Drs. Imam Hendargo Abu Ismoyo, M.A.)

UI졸

국

분야별
(장관 정책자문관)
(DG급: Staf Ahli Menteri)

Home Address
Perumahan Citra Grand Blok E. 3 No. 11 Jl.
Alternatif Cibubur Cileungsi, Bekasi
Tlp. Rm. (021) 8447350
Tlp. Kantor (021) 5733039, 5700232,
5730188

Mobile Phone

Dr.Ir. Bambang Hendroyono, MM
Secretary General

2

Prof.Dr.Ir. Sigit Hardwinarto,M.Agr.
Director General of Forestry
Planning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3

Ir. Wiratno, M.Sc
Director General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Ecosystem

Jl. Penjernihan I No. 15 Pejompongan Jakarta
Pusat Tlp 021-5736820

+628126078610

4

Dr. Ir. Hilman Nugroho, M.P
Director General of Watershed and
Protection Forest Controlling

Jl. Ranco Indah Dalam No. 22 Rt. 06/02
Tanjung Barat Kec. Jagakarsa Jaksel

+628128106222

6

쓰레기·산업폐기물·유독성물질 관리국
Pengelolaan Sampah, Limbah dan Bahan Beracun Berbahaya
(Ir. Tuti Hendrawati Mintarsih, MPPM.)

5

Dr. Ir. Ida Bagus Putera Parthama,
M.Sc
Director General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Jl. Bogin A-1 Budi Agung Sukadamai, Tanah
Sareal Bogor
Blok I Lantai 5 Tlp. (021) 5732721, 5730240

7

기후변화 대응국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Dr.Ir. Nur Masripatin, M.For.Sc.)

6

Drs. M.R. Karliansyah, M.S
Director General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Jl. Pancoran Indah III No. 21 Komplek Liga Mas
Indah, Pancoran Jaksel

+628129327408

8

사회임업·환경파트너십(협력)국 Perhutanan Sosial dan Kemitraan
Lingkungan (Dr.Ir. Bambang Supriyanto, MSc.)

IPB졸

7

Rosa Vivien Ratnawati, SH MSD.
Director General of Waste
Management and Toxic Material

9

환경·산림법 집행국(환경 및 산림 법질서 확립청)
Penegakan Hukum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Drs. Rasio Ridho Sani, M.Com., M.P.M.)

UI졸

8

Dr. Ir. Nur Masripatin, M.For.Sc
Director General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RM. Pinang Griya Permai C. 1181 Rt. 09/06
Jl. Menur Pinang Tangerang - 15145
K. Blok VII Lt. 12 Tlp. (021) 5730144

+628121970235

1

인적자원교육개발원(인력개발원) Badan Penyuluhan dan Pengembangan
SDM (Ir. Helmi Basalamah, M.M)

IPB졸

9

2

연구·개발·혁신원 Badan Penelitian, Pengembangan dan Inovasi
(Dr.Ir. Agus Justianto, MSc.)

Dr.Ir. Bambang Supriyanto, MSc.
Director General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IPB졸

1

중앙·지방기관 간 관계 전문위원 Bidang Hubungan Antar Lembaga Pusat
(Ir. Ilyas Asaad, MP., M.H)

10

Drs. Rasio Ridho Sani, M. Com.,
M.P.M
Director General of Law Enforcement
for Environmental and Forestry

R. Jl. Tebet Barat II No. 12 Jakarta - 12810
K. Blok IV Lt. 4 Tlp/fax 57902925

+628121924334

2

국제산업·국제무역 전문위원 Bidang Industri dan Perdagangan (Ir.
Laksmi Dhewanti, MA)

11

R. BPI Blok A 11 No.2 Pamulang Timur Tangsel
Banten
K. Blok I Lt. 10 Tlp. (021) 5730349, 5730366

3

에너지부문 전문위원 Bidang Energi
(Ir. Hudoyo, M.M)

Drs. Imam Hendargo Abu Ismoyo,
M.A
Inspector General

12

Ir. Helmi Basalamah, MM
Head of Extens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gency

Jl. Nangka IV No. 36 Jatibening II Pondok
Gede, Bekasi Tlp. (021) 84972737

13

Dr.Ir. Agus Justianto, MSc.
Head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gency

1

산지기획 및 환경정비국 Planologi Kehutanan dan Tata Lingkungan
(Prof.Dr.Ir. Sigit Hardwinarto,M.Agr.)

UGM졸

2

자원·생태계 보전국 Konservasi SDA dan Ekosistem
(Ir. Wiratno, M.Sc)

UGM졸

3

유역·보호림 통제국 Pengendalian Daerah Aliran Sungai dan Hutan Lindung
(Dr.lr. Hilman Nugroho, M.P.)

UGM졸

4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국 Pengelolaan Hutan Produksi Lestari
(Dr.lr. Ida Bagus Putera Parthama, M.Sc.)

UGM졸
힌두교

5

오염·환경훼손 통제국 Pengendalian Pencemaran
dan Kerusakan Lingkungan (Drs. M.R. Karliansyah, M.S.)

(DG급: Badan)

전문위원

Name and Position

1

(Direktorat Jenderal)

원

No.

4

자원경제부문 전문위원 Bidang Ekonomi Sumber Daya Alam

5

식량부문 전문위원 Bidang Pangan
(Dr. Ir. Hj. R. Sabrina, M.Si)

UI졸

UGM졸

IPB졸
UGM졸
공석

* 국(DG) 13개 + 장관 정책자문관(DG급) 5개
※ 2017년 11월에 4개 국(산지기획 및 환경정비국, 사회임업·환경파트너십(협력)국, 쓰레기·산업폐기물·유독성물질 관리국, 연구·개발·
혁신원) 국장이 퇴직으로 공석, 10월부터 공모하여 선출과정을 진행 중으로, 11월 중 4개국 DG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됨.

+62818180949

+6281288077162

+62811831280

+628131659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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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ate General

Minister’s Senior Advisers
1

2

Ir. Ilyas Asaad, MP, MH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rdination

R. Apartemen Rasuna Tower 10 Taman
Palem No. 1015 D Kuningan Jak-Sel
K. Blok I Lantai 3

Ir. Hudoyo, M.M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Energy

3

Ir. Laksmi Dhewanthi, M.A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Industry and International Trade

4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Natural Resources Economy

5

Dr. Ir. Hj. R. Sabrina, M.Si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Food

R. Perumahan Pejabat Kemen LHK Jl. Kepala
Dua Wetan B-2 Rt.1/07 Ciracas, Jaktim
K. Blok I Lt. 3

1

Ir. Erni Mayana, MM
Director of Personnel Bureau

Jl. Japos Graha Lestari Blok A IV No. 21 Rt.
009/08 Jurang Mangu Barat, Kec. Pondok
Aren, Tangsel . Tlp (021) 7300703

+628129507665

2

Director of Planning Bureau

3

Ir. Samidi, M.Sc
Director of Public Affair Bureau

Villa Ciomas Indah Blok K-8 No. 9 Jl.
Cendrawasih II Ciomas, Bogor Tlp. (0251)
8631947

+628129217770

4

Krisna Raya, SH, M.H
Director of Bureau of Law

Komplek Buncit Indah Jl. Mimosa V No. K-4
Pejaten, Jaksel Tlp (021) 7973143

R. Jl. PLN No. 3 Rt. 11/6 Cinere Gandul, Depok
K. Blok I Lt. 3

1

Ir. Abdul Hakim, M.For.ST
Secretary of Inspectorate General

Jl. Baru II Bojong Baru No. 203
Rt. 06/02 Kel. Pasir Kuda Tlp. (0251)
7163201

2

Ir. Edy Subagyo, M.P
Inspector 1

Bukit Asri Ciomas Blok C7/18 Ciomas, Bogor

3

Ir. Sumarto, MM
Inspector II

4

Yazid Nurhuda SH, MA
Inspector III

Jl. Lele 11 No. 10 Rt. 04Rw. 11 Kel. Jati Kec.
Pulo Gadung Jaktim

+6282113880397

5

Ir. Wisnu Prastowo, MF
Inspector IV

Gading Griya Lestari
Jl. Sukapura, Blok G 1 No. 51 Jakarta Utara
Tlp. (021) 4402129

+6281399291993

6

Ir. Deddy Supredy, MM
Inspector of Investigation

Nomor 14 Rt. 003 Rw 005 Kel. Katulampa
Bogor
Timur Kota Bogor 16144

+6281511276890

Secretariat General

+628156405185

+62811884495

DG of Forest Planning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1

Ir. Yuyu Rahayu, M.Sc
Secretary of the DG of Forestry
Planning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Komplek Budi Agung Jl. Manglid E 4 Bogor
Tlp (0251) 8316296

2

Ir. Kustanta Budi Prihatno, M.Eng
Director of Planning for Designa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Management Unit.

Jl. Panaitan No.355 Pondok Aren, RT.10/VII –
Ciluar
Bogor

+628129421431

3

Ir. Muhamad Said, MM
Director of Designa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Area.

Jl Raya Laldon No.18 Pagelaran Ciomas Bogor

+628121109277

4

Ir. Laksmi Wijayanti, M.Cp
Director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Impact

Jl. Antariksa 1/19, Cipinang Besar Selatan,
Jatinegara Jakarta 13410 Tlp (021) 8507066

+628121052002

Jl. Hegarmanah IV No. 25
Gunung Batu – Bogor

Villa Bintaro Indah B XI/6 Ciputat

5

Drs. Maman Kusnandar, MM
Director of Finance Bureau

Bulak Kapal Permai Blok AG 4 No. 71 Bekasi
Timur Tlp (021) 8834055

6

Ir. Djati Witjaksono Hadi, M.Si
Director of Public Relation Bureau

Jl. Raya Taman Cimanggu No.5 Rt.003/001
Gg. Arwana Kedung Waringin, Tanah Sareal ,
Bogor Tlp. (0251) 8387676

7

Ir. Srimurningtyas, M.Sc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Jl. Masjid X No 64 Patal Senayan Grogol Utara,
Kebayoran Lama Jaksel- 12210

+628119304451
+6287883721859

5

8

Ir. Noer Adi Wardojo, M.Sc
Director of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Forestry
Standardisation

Dr.Ir. Ruandha Agung Sugardiman,
M.Sc.
Director of Inventory and Monitoring
Forest Resources.

Jl. Nilam II No. 123 Rt. 02/10 Kranggan Kulon,
Jatiraden, Jatisampurna, Bekasi

+6287875453678

6

Ir. Ary Sudijanto, M.SE
Director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Impact..

9

Ir. Agus Isnantio Rahmadi, M.Sc
Director of the Center for Financing
the Development of Forestry

Jl. Tawal 36 Rt. 001/005 Kel. Bubulak, Kec.
Bogor Barat Kotamadya Bogor.

10

Ir.Gatot Soebiantoro, M.Sc
Director of Forestry Engineering

Taman Cimanggu Jl. Tanjung VII/16 Rt. 03
Rw.12 Bogor

11

Dr. Ir. Suhaeri, B.SC.F, M.Si
Director of the Center for Data and
Information

Komplek IPB Sindang Barang Jl. Icarus Blok I
No. 5 Rt.03/04 Ceherang Dramaga, Bogor Tlp.
(0251) 8621912

12

Ir. Herman Hermawawan, MM
Director of the Center for Policy
Analysis

Taman Sari Apartemen Semanggi Jakarta

DG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Ecosystem
1

Ir. Herry Subagiadi, M.Sc
Secretary Directorate General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Ecosystem.

Jl. Soka VI No.9 RT 004/003
Tanah Baru – Bogor 16154

+628161386920

2

Ir. Listya Kusuma Wardhani, M.Sc
Director of Planning and Information
f o r N a t u re C o n s e r v a t i o n a n d
Ecosystem

Jl. Harapan Rt 001/Rw 008 Lenteng Agung
Jagakarsa Jaksel 12610

+6281272729200

3

Ir. Suyatno Sukandar, MSc
Director of Conservation area

Padasuka No. 45
RT 04/03 Ciomas Bogor

4

Ir. Bambang Dahono Adji,MM,M.Si
Director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aman Palem Lestari Blok C1 No. 80 Rt 05/07
Cengkareng Jakarta Barat

+62816825774

+6281399112007

+628161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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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 Listya Kusuma Wardhani, M.Sc
(Acting)
Director of Environmental Services
of Conservation Area

Jl. Harapan Rt 001/Rw 008 Lenteng Agung
Jagakarsa Jaksel 12610

Ir. Antung Deddy Raddy Radiansyah,
MP
Director of Management of essential
ecosystem management.

Jl. Teratai VI Blok A-9 No. 24 Taman Duta Rt
004/010 Cisalak Sukmajaya Depok

6

부록 153

DG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1

Ir. Sigit Reliantoro, M.Sc
Secretary Directorate General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Jl. Malaka Hijau IV No. 1 Malaka Country,
Pondok Kopi Jakarta Timur

+628128706610

2

Ir. Wahyu Indraningsih
Director of Controlling of Peatland
area.

Pondok Sukmajaya Permai Blok C3 No.7,
Depok

+628129902057

3

Drs. Heru Waluyo, M.Com.
Director of Controlling of Pollution
and coastal Environmental Damage.

Jl. Sakura 1 Blok G2/20 Puspitaloka, BSD
Tangsel, Banten Tlp. (021) 53151334

4

Ir. Sri Parwati Murwani Budisusanti,
M.Sc
Director of Water Pollution
Controlling.

Jl. Nilam III/36 Rt.02/10 Jati Sampurna Bekasi

5

Ir. Sulistyowati, M.M
Director of Restoration of Open
Access land.

Perum Saung Gintung Blok E/10 Ciputat
Tangerang Tlp. 021-7402078

+62811117050

DG of Watershed Controlling and Protected Forest
1

Dr. Ir. Murdiyono, M.M
Secretary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Watershed and Protected Forest
Controlling

Jl. Renijaya Blok P2/2 Pondok Benda Kec.
Pamulang Tangerang Banten

2

Ir. Yuliarto Joko Putranto, M.AP
Director of Planning and Evaluation
of Watershed Controlling.

Kota Delta Mas Cikarang
Cluster Roosvile Blok H 19, Bekasi

3

Dr. Ir. Muhamad Firman, M.For,Sc
Director of water and soil
conservation

Pulomas Barat VI Rt.012 Rw.011 No.79
Jakarta Timur Tlp. (021) 4718723

4

Ir. Mintarjo, M.M.A
Director of the Development Forest
Tree Seed

Pondok Blok H No.17 Rt.003 Rw. 007
Condong Catur, Depok, Sleman

+6281373227848
+628119343777

5

Ir. Bagus Herudojo Tjiptono, MP
Director of Protected Forest
Management

Jl. Pesanggrahan No. 88 Jakarta Barat

+6281536843602

Ir. Hermono Sigit
Director of Controlling of Inland
water Degradation.

Jl. Karang Kates No. 8 Laladon Indah
Rt.002/10 Ciomas, Bogor Tlp. (0251)
8635035

6

+628168661681
+6281384539555

+628159261415

DG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Management
1

Drs. Ade Palguna R
Secretary Directorate General of
Management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Jati Bening Estate Blok E1 No. 10 Bekasi

+62811812455

2

Ir. Sudirman, M.M.
Director of Waste Management

Jl. Perhubungan V Blok DD No. 11 Rt.010/07
Rawangun Jakarta Timur

+62816570860

3

Ir. Yun Insiani, M.Sc
Director of Toxic Materials
Management.

Jl. Puspita II A Blok C-28 Bumi Bintaro Permai
Pesanggrahan

4

Ir. Shinta Saptarina S, M.Sc
Director of Performance Assessment
on Management of Toxic and NonToxic Materials

Jl. H. Soleh I, No. 12 A RT 10/02 Jakarta

5

Drs. Sayid Muhadhar, M.Si
Director of Verification of Toxic and
Non-Toxic Materials Management.

Jl. Patria Jaya VII No. 1 Komp Patria Jaya Blok
A Jati Rahayu Pondok Gede, Bekasi

6

Ir. Qurie Purnamasari, M.Si
Director of Recovery Contamination
and Emergency Response to Toxic
Materials.

1

Ir. Agung Setyabudi, M.Sc
Secretary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2

Dra. Sri Tantri Arundhati,M.Sc
Director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Jl. Merpati No. 32 Menteng Dalam Tebet
Jaksel

3

Ir. Raffles Brotestes Panjaitan, M.Si
Director of Forest Fire Controlling.

Cita Grand Cluster Green Valey Blok 1-3 No 2
Cibubur, Jaktim

+628126048482

4

Ir. Achmad Gunawan Widjaksono,
MAS
Director of Sector and Regional
Resources Mobilization.

Jl. Bambu Mas Selatan V No. 6 Rt.001/10 Kel.
Pondok Bambu Kec. Duren Sawit, Jaktim

+628151853848

DG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1

Ir. Sakti Hadengganan, M.For.Sc
Secretary Directorate General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Jl. Hanoman No. 12 Perumahan Indraprasta I
Bogor Utara Tlp. (0251) 8382681

2

Ir. Draspolino, M.Sc
Director of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Unit.

Jl. Percetakan Negara B.-115 Rawasari,
Cempaka Putih Jakarta Pusat Tlp. (0251)
4241366

3

Ir. Istanto, M.Sc
Director of Production Forest
Business

Perumahan Taman Cibalagung Jl. Dahlia II,
Blok K-5 Rt. 04 Rw. 05 Bogor, Jabar

4

Ir. Djohan Utama Perbatasari, M.M
Director of Business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Non-Timber Forest Products on
Production Forest area

Sibad Residence Sindang Barang Jero (SBJ)
B.2/7 Bogor

5

Dr. Ir. Rufi’I, M.Sc
Director of Forest Products
Processing and Marketing.

R. PM
K. Blok I Lt. 11 Tlp (021) 5730379
Ext.207/379

6

Ir. M. Awrya Ibrahim, M.Sc
Director of Levy and Forest Product
Distribution.

Perumahan Gema Pesona Blok K. No. 10
Jl. Tole Iskandar No. 45 Depok Tlp. (021)
77825353

+62811522071

+628164835009

+62811949519

DG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6281514022610

+62811120555

+6281110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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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 Emma Rachmawaty, M.Sc
Director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Taman Galaksi Indah I Blok C4 No. 251,
Bekasi

6

Dr. Ir. Joko Prihatno, M.M
Director of Inventory,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Green
House Gas.

Jl. Pulo Asem IV No. 27 Rt. 15 Rw. 01 Kel. Jati
Pulau Gadung Jaktim 021-4718728

+6281585302888

4

Ir. Tri Joko Mulyono, M.M
Director of The Center forestry
Education and Training.

5

Cicilia Sulastri, SH, M.Si
Director of Community Training
Center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Generation.

DG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1

Dr. Ir. Apik Karyana, M.Sc
Secretary Directorate General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Jl. Taman 3 No. 96 Blok E Jatimulya, Bekasi
Timur Tlp 021-8220458

2

Ir. Erna Rosdiana, M.Si
Director of Area Preparation for
Social Forestry.

Jl. Karus Blok I No.5
Komplek IPB II Sindangbarang, Bogor
(0251) 8621912

3

Dr. Ir. Eka W. Soegiri, MM
Director of Conflict Resolution

Jl. Samali Ujung No 40 Pejaten Jakarta Selatan

4

Ir. Hargyono, M.Sc
Director of Development of Social
Forestry Business and Customary
Forest.

Bumi Menteng Asri Blok AQ No.5, Bogor
(0251) 8319743

Dra. Jo Kumala Dewi, M.Sc
Director of Environmental
Partnership.

Komplek DKI Baru Blok A Nomor 27
Jalan Sunter Jaya I, Jakarta Utara

5

+6282122570187
+6281514346397

+62816810859

DG of Law Enforcement on Forestry and Environment
Ir. Kemal Amas, M.Sc
Secretary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Law Enforcement for Environment
and Forestry.

Jl. Tebet Barat VII/ 27 Jakarta Selatan

2

Rosa Vivien, SH, MSD
Director of Complain, Controlling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

Jl. Azalea Raya Blom 49/69 Griya Cinere
,Depok

3

Jasmin Ragil Utomo, SH, M.M
Director of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Jl. Tridaya II Blok C. 10 No. 5 Desa Sumber
Jaya Tambun Selatan, Jabar

4

Drh. Indra Exploitasia
Director of Prevention and Security
of Forest.

Blok E.2 No. 19 Rt, 002/013 Kel. Tegal
Gundil Kec. Bogor Utara

5

Drs. Muhammad Yunus, M.Si
Director of Law Enforcement

Jl. Said No. 29 Rt. 02 Rw. 11 Jati Makmur,
Pondok Gede.

+62811960702

+628161944958

+6281387194646

+6285710279049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1

Ir. Amrih Wikan Hartati
Secretary of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Komplek Jaka Sampurna
Jl. Kakatua Blok A. 164, Bekasi
Telp. (021) 8208122

2

Dra. Siti Aini Hanum, MA
Director of Forestry Extension
Agency.

Jl. Warga No. 21 Rt.14 Rw.03 Pejaten Barat,
Jakarta-12510

3

Novrizal Tahar, ST, M.Si
Director of Human Resources
Planning and Development.

Komplek Greenwood Town House M-16,
Kampung Utan, Rengas, Tangsel

+6281511000555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gency
1

Dr. Ir. Sylvana Ratina, M.Si
Secretary of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gency

Jl. Pintu Air II No. 55
RT 027/08 Gandul, Depok

2

Dr. Ir. Krisfianti Linda Ginoga, M.Sc
Director of the Center for Forest
Research and Development.

Bogor Raya Golf Estate
Blok H1 Nomor 4-5, Bogor

3

Dr. Ir. Dwi Sudharto, M.Si
Director of the Center for Forest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Perumahan Bogor Baru Blok D 8 Tegallega,
Bogor Tlp (0251) 8359189

4

Dr. Ir. Syaiful Anwar, M.Sc
Kepala Pusat Litbang Sosial
Ekonomi, Kebijakan dan Perubahan
Iklim

Jl. Kebon Kacang 33 No.5
Tanah Abang, Jakarta Pusat 10240
(021) 319261031

5

1

Palem Ganda Asri B.2 No 3
Karang Tengah, Tangerang Selatan

+6281511200032

+62818432387

Dr. Wahyu Marjaka, M.Eg
Kepala Pusat Litbang Kualitas dan
Laboratorium Lingkungan

Komp. Puri Kartika BL G 11 No. 7 Rt.04
Rw.09 Tajur, Ciledug Tangerang

+6281197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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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에너지 협의회 주소록(2017. 3. 30)			
직책
회장

성

명

김훈 부사장

이메일
khoon@korindo.co.id

핸드폰
0816832623

회사명

비 고

정세용 부장

jungsy@korindo.co.id

08176411097

KORINDO GROUP

회원

조영래 사장

mrchoyr@gmail.com

08161877498

PT.NEW DUTA MAS
ARYALESTARI
(Dasarang)

회원

한상재 사장

rindualamhan@gmail.com

0811188612

NNE(자연과환경)

KORINDO GROUP

고문

오기표 센터장 okpjakarta@gmail.com

081319072970

KIFC(한인니산림센터)

간사

윤경일 법인장 zerofour19@hanmail.net

081296638473

PT.KIFC(산림조합)

간사

장윤호 법인장 yhjang@kofpi.or.kr

08119890523

한국임업진흥원

회원

공병선 법인장 bskong@ptbia.co.id

08119935353

포스코대우

신임

회원

송승준 부장

sjsong@ptbia.co.id

08118699979

포스코대우

CFO

회원

김동호 부장

kdh@ptbia.co.id

081371209887

포스코대우

회원

곽수덕 부장

sdkwak@lgi.co.kr

08118468466

LG상사

회원

권혁준 전무

hjkwon@gamaplantation.com

082170270204

GAMA GROUP

회원

김광신 법인장 kskim@samtan.co.kr

081314245549

(주) 삼탄 팜법인

회원

김남홍 과장

nhkim@korindo.co.id

081290595533

KORINDO GROUP

회원

김보균 사장

bkkimho@gmail.com

081352976001

PT.ALISON JAYA
SIMESTA

회원

이철욱 이사

kcw0520@hanmail.net

081316049141

NNE(자연과환경)

회원

김태형 법인장 thkim@gsgcorp.com

08119703307

GS글로벌 인니법인

회원

남차희 부장

melsophi@moorim.co.kr

081310393228

PT.PLASMA NUTFAH
MARIND PAPUA

회원

도경진 사원

amante0324@gmail.com

081237301068

한국임업진흥원

회원

문종필 전문가 bucge@nate.com

081297399095

KIFC(한인니산림센터)

회원

박동수 법인장 dspark@lgi.co.kr

08121043151

LG상사

회원

박형준 사장

pcm0725@gmail.com

081806004779

PT.JSK

회원

선혜화 사원

hhs@korindo.co.id

081318297502

KORINDO GROUP

회원

신명섭 이사

shinms@jhonlingroup.co.id

0811500919

존린그룹

회원

안국찬 대표

gcahn@naver.com

085881177424

MOORIM

회원

유재준 이사

jj0578@naver.com

081212030819

PT.KIFC(산림조합)

회원

노경민 부장

gmroh@korindo.co.id

081326338729

KORINDO GROUP

회원

임영석 임무관 ysim1216@gmail.com

08118705943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회원

이영주 실장

082114106931

KIFC(한인니산림센터)

회원

이운봉 법인장 wineman.lee@samsung.com

081368375555

삼성물산

회원

이준혁 차장

lusileo@korindo.co.id

0811880401

KORINDO GROUP

회원

이현우 이사

virtual-rain@hanmail.net

081296638670

PT.Inko Sky Cable

회원

강민지 스마랑
navyzzang@gmail.com
사무소장

081290929212

한국임업진흥원

leejakarta@gmail.com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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