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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5년 한인니 산림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이번에
통권 제 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산림 면적이 국토 면적의 63%인 1억 2,070만 ha에 달하는 세계 3위의 열
대림 보유국입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목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처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이슈인 탄소배출권 확보의 주요 대상으로 국내 산업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87년 임업협정
을 체결한 이후로 양측이 보유한 산림녹화 기술과 경험, 다양한 산림자원 및 풍부한 노동
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7월 김재현 한국 산
림청장과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한국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롬복 섬의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를 직접 언급하면서 산림분야의 우호적인 협력 성과를 표
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의 많은 임업투자기업 및 공공단체 등이 최근 강화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산림·임업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산림과 관련된 최신
이슈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도네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회의 및 교류사업
등의 내용도 소개하였습니다. 한인니 산림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
해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국내 기업 및 관련 연구 분야 종사자들의 향후 활동에 작은 도
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인도네시아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자료 수집과 집필에 애쓴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
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한인니 산림센터장

김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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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성과 및
산림분야 협력 내용

2018년 9월 10~11일 양일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방문은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은 산림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그림 1-1).

그림 1-1. 한국을 국빈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이자 동남아시아 순방
의 첫 방문국가라는 의미를 가진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는 카
트를 타고 주변 쇼핑몰을 다녀오는 등 두 사람의 공통적인 ‘친서민·반부패’ 성향을 강조하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국빈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영토로 아세안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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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남방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약 2억 6000만 명)인 만큼 인도네시아를 신남방정책의 전진기지로 공략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1).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아세안 지역 내 무관세화에 따른 전략적 투자처
로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0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아세안과 한국이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2).
산림 분야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산업조림, 산림휴양 및 생태
관광 등 반세기 간 이루어져 온 양국간 산림협력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아시아산림
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 비준 시 양국간 산림협력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했었다3).
올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창덕궁을 산책하
면서 서울숲, 하늘공원 등 우리의 도심 속 공원 조성에 대해 소개했다(그림 1-2). 또한 양국 간 산림
휴양•생태관광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건립돼 지난 3월 개장한 뚜낙 생태관광센터 등을 언
급하면서 양국간 산림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4).

그림 1-2.창덕궁에서 환담을 나누는 양국 정상 내외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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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정상의 공동언론발표 전문>
△ 문재인

대통령

조코 위도도 대통령님 내외분의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
임의 성공적 개최로 아시아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인도네시아의 저력을 보여주신 조코 위도도
대통령님께 축하 인사 드립니다. 한국 기업이 건설한 자카르타 경전철과 이동통신 체험관이 도움이
됐다니 매우 기쁩니다.
오늘 10개월 만에 조코위 대통령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수교 45주년을 축하하며 깊어진
우정과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작년 11월 정상회담의 공동 비전 천명에 담긴 합의사항에 많은 진전
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합의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양국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와 정책 협의를 더욱 활성화 할 것입니다. 국방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각 분야에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합의를 포함해 더 꼼꼼히 챙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생 번영과 미래성장 번영 창출을 목표로 양국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교역액이 98억불
에 이릅니다. 양국은 2022년까지 300억불로 늘려간다는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
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경전철과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수력발전소 건설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등 ICT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양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양국 국민간 교류를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양국 청년들이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 인사 행정, 법제 교류, 전자정부 MOU도 체결
됐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것입니다.
넷째, 양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
이 아시안게임에 남북 정상을 초청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
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
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양국은 모두 해양 강국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련 에너지 개발은 물론 국제
해양 범죄 공동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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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님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아세안과 한국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걸을 때는 북경
까지, 항해할 때는 성까지’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저의 첫 국빈 방문국이자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임업, 제조, 석유, 방산 분야의 해외
투자국입니다. 오늘 한국의 궁궐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한 것도 조코위 대통령님이 사상 최초입니
다. 여러 의미에서 첫 번째 친구인 인도네시아와 끝까지 함께 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을 국빈방문 해 주신 조코위 대통령 내외분과 대표단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
다. 뜨리마 까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가 한국에 세 번째 방문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의 저와 대표단들에 대한 따뜻한 환영에 대해 감사합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관계는 그간 성공적으로 더 강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무역은 지난 해 약 20% 증가했고(2016년 대비), 2018년에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무역 목표는 2020년에 300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의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비즈니
스 포럼에서 투자금 62억 달러의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
안게임 개막식에 한국의 국무총리께서 참가하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열린 아이콘과 슈퍼주니어의 공연은 아시안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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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 미리보기

2019년 4월 17에는 인도네시아 총선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선 후보 마감 결과 친서
민 성향의 조코 위도도(57) 현 대통령과 군 장성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67) 대인도네시
아운동당(그린드라 당) 총재가 5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되었다(그림 1-3).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맞서
는 프라보워 총재는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군부에서
요직을 두루 경험한 군 장성이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2014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당시 조코 위도도 후보가 일으킨 친서민•개혁 돌풍에 밀려 석패했었다.

그림 1-3. 201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후보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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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통령 후보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 울라
마 협의회 의장인 마루프 아민(75)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무슬림 유권자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5).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지만 최근 종교적 배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이슬람 신성 모독 논란 속에 그의 오른팔로 불렸던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후보가 대패
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의식해 내년 대선에서는 권위있는 이슬람 지도자를 내세움으로써 이슬
람 강경파들의 공격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마루프 아민 부통령
후보에 대해 “우리는 각각 민족주의자와 종교계를 대표해 서로를 보완해 준다”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총재는 자신의 약점인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계에서 ‘젊은 피’로
주목받는 산디아가 우노(49) 자카르타 부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산디아가 우노 부통령
후보는 인도네시아의 젊은 사업가이자 투자자였으며, 2017년 현역 아혹 주지사와 사이풀 하야트
부지사를 누르고 아네스 바스웨단과 함께 자카르타 지사 선거에 당선되었다(그림 1-4).

그림 1-4.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 대통령•부통령 후보 (출처: 자카르타경제신문)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조코 위도
도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 실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인 1)자카
르타와 주변 수도권에 건설 중인 경량 궤도 교통(LRT) 완공, 2)남부 자바 철도 노선의 복복선 증설
사업, 3)지역 공항 건설 및 4)장거리 버스 터미널의 근대화 및 개•보수 사업 등 4대 사업을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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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라바야 공과대학의 끄레나야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10%, 빈곤율도 9%를 각각 밑돌고 있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확실히 인도네시아 경제를 성장시켰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프라보
워 후보 진영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편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프라
사업의 과도한 추진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 인프라 사업은 지역
의 제조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국내 경제 전체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업 산업단지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6). 경제 전문가
들은 “두 후보 모두 국내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여 다자간에 경제 관계 구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종교 및 복지 문제에 비해 환경 이슈와 관련된 공약은 두 후보 진영 모두 빈약한 편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임학을 전공했으며, 정치 입문 전 가구 수출 업체를 운영했었다. 대통령 재임시절
동안에는 산불, 청정 에너지,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이탄지 보전과 관련된 환경이슈
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팜오일을 포함해서 천연자원에 대한 자원민족주의적 성향을 고수했다.
부통령 후보인 마루프 아민 역시 울라마 협의회 의장으로서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적인 산불 방화를
금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법적인 효력은 없음).
반대편인 프라보워 총재와 우노 후보는 자원 관련 기업과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논란
이 예상된다. 프라보워 총재는 팜오일, 임업 및 광업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례로 프라보워 총재
형제는 펄프 및 제지 회사인 PT Kertas Nusantara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부통령 후보인 우노 역시
광업회사 및 팜오일회사를 운영 중인 PT Saratoga Investama Sedaya의 지분 소유자이다.
“두 대통령 후보의 환경 정책은 환경 관련 법률 제정 및 기존 법령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경 관리 협력 증진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라고 NGO 단체 Forest Watch Indonesia의 Bob
Purba 집행의장은 예상했다. 특히 “토지 이용 및 사업권 승인과 관련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7).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내년 4월 17일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며, 약 1억 8,7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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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강화

자원 대국 인도네시아가 자국 주요 자원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자원민족주의주), 8)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10위 및 무연탄 생산량 세계 5위
등 자원 부국으로 미국, 일본 및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자본이 채굴권•운영권 등 이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이권을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내년 4월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9).

자원민족주의
천연자원은 이를 산출하는 국가의 소유라고 인식하려는 사상으로,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자기 나라에서 산출되는 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지배권
을 확대하려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자원민족주의는 1970년대 초 중동전쟁 때 등장하였고, 그 후 1973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의 석유 전략무기화를 계기로 고조되어 다른 1차 생산품으로 파급되었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자원 수요 감소, OPEC 회원국간의 결속력 약화, 친미 성향 정권의 등장 등
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자원수요 급증, 중남미 사회
주의 정권 등장 및 이슬람권의 반미 성향 등으로 자원보유국들은 계약파기를 통한 자원국유화,
수출금지 및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고 있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자본의 주요 광산 지분 소유를 잇따라 제한하고 있다. 2017년 동부 파푸
아주(州) 그래스버그 구리광산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미국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mcmoran)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돌연 제시한 강력한 환경규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90%가
넘는 지배 지분 중 절반 가량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그림 1-5).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광산의
최대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도록 하는 법 시행에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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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파푸아 주 그래스버그 구리광산 전경 (출처: Nikkei Asian Review)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천연가스 프로젝트로 꼽히는 동부 칼리만탄 광구 개발권에 대해
이 광구의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던 프랑스의 토털SA사와 일본 인펙스사가 계약 연장에 실패
하고, 이것을 인도네시아의 국영 석유회사 뻐르따미나 사가 인수했다. 해외 자본을 쫓아내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이라고 반박
했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세금과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영해인 티모르 해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려던 인펙스사와 로열더치셸사도 조코 위도
도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해상 정제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였
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육상 시설 이용을 요구하면서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이 75억 달러에
달하게 되자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원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회사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겉으로
는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쫓아내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리포트-맥모란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는 충족시킬 수 없는 모순적이고 충격적
인 요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
를 까다롭게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관리 컨설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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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 사의 휴고 브레넌 선임분석가는 “티모르해 천연가스 개발 지연은 인
도네시아 자원민족주의의 전조이자 인도네시아 자원 개발 분야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10)
(그림 1-6).

그림 1-6.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및 CBM(Coal Bed Methane) 매장량 (출처: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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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 UMP)을 전년도 대비 8.71%
인상했다. 해당 인상률은 인플레이션(3.72%)과 국내 총생산 증가율(4.99%)을 더한 값으로, 벙끌루와
서부 누사 가라 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최저임금이 8.71% 인상됨을 의미한다. 벙끌루와 서부 누사
가라 주의 2018년 최저임금은 각각 8.67% 및 11.88%가 인상되었다11).
자카르타 주는 인도네시아 전체 주(州) 가운데 최저임금이 346만8,035루피아(약 276,749.19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파푸아 주가 289만5,650루피아(약 231,072.87원)이었다. 파푸아 주의 경우 소비
재 관련 제조업의 발달이 저조해 생필품 등을 자바 섬이나 술라웨시 등의 타 지역에서 조달해야만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
반면 족자카르타 특별시를 포함하는 중부 자바 지역의 경우 제조업 등 대규모의 노동력을 요하는
공업단지의 발달이 저조하고 농업 등 1차 산업과 그 산물의 가공에 근간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
인도네시아에는 노동이 가능한 18~40세의 인구가 3,000만 명에 육박하고, 또한 교육 및 급여 수준
이 낮아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민감하므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주시해야 한다.
2018년 10월 16일 발표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대비 8.03% 증가한 수치로, 통계청
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수치 2.88%에 경제성장률 5.15%를 더한 값이다12). 이 수치를 기본으로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주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그림 1-7). 2019년 주별 최저
임금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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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9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 (출처: 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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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9년 인도네시아 주별 최저임금
주(州)명

2018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액

D.I Aceh

2,717,750

2,935,985

218,235

Sumatera Utara

2,132,188

2,303,403

171,215

Sumatera Barat

2,119,067

2,289,228

170,161

Lampung

2,074,673

2,241,269

166,596

Riau

2,464,154

2,662,026

197,872

Jambi

2,243,718

2,423,889

180,171

Kepulauan Riau

2,563,875

2,769,754

205,879

Bengkulu

1,888,741

2,040,407

151,666

Bangka Belitung

2,755,443

2,976,705

221,262

Sumatera Selatan

2,595,995

2,804,453

208,458

DKI Jakarta

3,648,035

3,940,972

292,937

Banten

2,099,385

2,267,966

168,581

Jawa Barat

1,544,360

1,668,372

124,012

Jawa Tengah

1,486,065

1,605,396

119,331

D.I Yogyakarta

1,454,154

1,570,923

116,769

Jawa Timur

1,508,894

1,630,058

121,164

Bali

2,127,157

2,297,968

170,811

Nusa Tenggara Barat

1,825,000

1,971,548

146,548

Nusa Tenggara Timur

1,660,000

1,793,298

133,298

Kalimantan Barat

2,046,900

2,211,266

164,366

Kalimantan Selatan

2,454,671

2,651,781

197,110

Kalimantan Tengah

2,421,305

2,615,736

194,431

Kalimantan Timur

2,543,331

2,747,560

204,229

Kalimantan Utara

2,559,903

2,765,463

205,560

Gorontalo

2,206,813

2,384,020

177,207

Sulawesi Utara

2,824,286

3,051,076

226,790

Sulawesi Tengah

1,965,232

2,123,040

157,808

Sulawesi Tenggara

2,177,052

2,351,869

174,817

Sulawesi Selatan

2,647,767

2,860,383

212,616

Sulawesi Barat

2,193,530

2,369,670

176,140

Maluku

2,222,220

2,400,664

178,444

Papua

2,895,650

3,128,171

232,521

Papua Barat

2,667,000

2,881,160

214,160
(단위: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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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및 결정 절차>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9년에 법률로 지정되었으며, 각 기업들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최
저임금의 준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출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당해 연도 최저생계
비 및 노동시장 조건 등과 연동해서 정하게 되며, 지역에 따른 경제적 조건까지 고려해 주•시•군
및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2013년 제 7호(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7 Tahun 2013 Tentang Upah Minimum)」에 의한 최저임금의 개념과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Upah Minimum)이라 함은 주지사가 안전망(Jaringan Pengamanan)으로 확정한 ‘최저

월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급(Upah Pokok)과 고정수당(Tunjungan Tetap)으로 구성된다.
◯ 최저임금은 행정단위 및 업종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주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 UMP), 시•군 최저임금(Upah Minimum Kabupaten•Kota, UMK) 및 주 업종별 최저임금
(Upah Minimum Sektoral Provinsi, UMSP),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pah Minimum Sektoral
Kabupaten•Kota, UMSK)이다. 단, 상기법령 제 2장 제 11조에 의해, 시•군 최저임금(UMK) 및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은 주 최저임금(UMP)보다 높아야 하고,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
은 시•군 최저임금(UMK)과 같거나 이보다 높아야 한다.
◯ 위 법령 제 2장 제 3조 1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해 적정생계비(Stan-

dar Kebutuhan Hidup Layak, KHL)를 기초로 결정하며, 최저임금은 이 적정생계비의 달성을 목적으
로 한다. 적정생계비의 달성이란 최저임금과 적정생계비 필요치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며(해당 조
제 3항), 주지사가 사업여건 능력을 고려해 특정 노동집약적 산업기업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정
생계비의 달성 로드맵 형태로 달성 단계를 설정한다(해당 조 제 4항)(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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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
(출처: Sidauruk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번역, 기사에서 재인용)

◯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노동시장, 지역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단위 및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복합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제도 및 금액인 만큼
인도네시아 국민이 매우 중시하는 사안이므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지역별 인상 정도를 당해 연도 11월경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주•시•군별 주요 산업 및 공단 형성 여부, 지리적 위치에 따른

물류비 발생 여부 등 현지 사정 및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다르게 형성되므로,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에는 최저임금 및 해당 지역의 주변 환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한 후에 기업
및 공장 진출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 개발, 특정 산업군 형성 및 발달 정도에 따라
동일 주 내의 다른 시•군 간에도 편차가 심한 편임을 감안해야 한다.
◯

주로 대규모 공업단지가 형성되었거나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다. 이들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 계약직 및 일용직 일급, 복리후생 비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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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봉제, 완구, 신발, 조립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에 노무비 상승
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이라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인플레이션 및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기반한다고

하는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의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일정부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내용 출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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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 불안

미국 달러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환율이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월 12일
달러당 15,197루피아까지 상승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 1-9).
최근 터키 리라화와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폭락으로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자본
이 유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루피아 통화 가치 하락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13). 이와
더불어 미국 금리 인상 및 미•중간 무역갈등 심화 등 외부 요인과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국채시장 내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 등의 요인이 환율 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14). 인도네시
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1분기에 57억 달러에서 2분기에 80억 달러로 증가하여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1-9. 2017년 이후 달러-루피아 환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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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외환 및 채권시장 개입 및 수입관세 인상 등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
를 기존 4.25%에서 5.75%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약 60억 달러를 매도하였다.
자동차와 화장품 등 1,147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역시 기존 2.5~7.5%에서 최대 10%까지 인상하
였다. 이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국책사업을 연기하고, 발전소와 같이 수입 품목
이 많은 인프라 사업의 완료 시점도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바이오 디젤 사용을 독려하여 디젤
을 이용하는 자동차 및 중장비에 대하여 바이오 성분 20%를 혼합하는 ‘B20’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
도록 하는 계획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루피아화 환율은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루피아화 약세 흐름을 완전
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 및 외환위기 우려에 대한 전망
은 관점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나, 터키 리라화 폭락사태와 같은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5% 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은 것으로, 2019년에는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국내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인해 국영기업들
의 부채가 증가하고 내년 4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정국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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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야

제 108회 아시안게임 개최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카르타와 수마트라섬 팔렘방에서 제 108회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였다. 아시안게임에는 45개국 12,304명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총 809명이 참가해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기록했다(그림 1-10).

그림 1-10.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엠블럼과 마스코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등 시설 건설과 교통 인프라의 확충
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각종 도로를 보수 및 확충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를 추가로 신설하고
경전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당초 3조 루피아(약 2,340억 원)를 대회 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대회를 앞둔 2018년 7월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은 6조 6,000억 루피아 규모로 당초
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 중 8,690억 루피아는 스폰서 계약 체결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16).
유숩 칼라 부통령은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증가로 약 45조원의 경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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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야

자연재해 발생 증가

지형적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및 인도•호주판 등 3개의 지각구조판 위에 놓여있어 국토의 대부분이 화산 분화, 지진 및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일어난 24개의 대규모 화산 분화 중 7건이 인도네시아
에서 발생하여 총 14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인도양
지진(9.8 RS)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쓰나미를 발생시켜 26만 여명의 사망자를 냈고 아체 및 다루
살람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파괴시켰다. 올해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인도네
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 화산 분화
1963년 폭발한 이후 50여 년간 잠잠하다가 지난 해 9월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발리의 아궁
화산이 올해에도 폭발하였다. 화산 분화는 6월 27일 밤에 시작해 며칠간 지속되었으며, 분화구에서
2,000미터 상공까지 대량의 화산재와 연기를 내뿜었다(그림 1-11).
이 때문에 분화구 인근 4 km 지역에는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발리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이
폐쇄되어 국제선 207편 등 446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7만 5,00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발리와 가까운 자바 섬 동부 바뉴왕이와 즘베르의 공항도 화산재의 위협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아궁화산 이외에도 북부 수마트라 카로 지역에 있는 시나붕화산과 족자카르타 인근의 머라피
화산도 각각 2월과 5월 폭발했다. 시나붕화산은 높이 2,460m의 성층화산으로 2010년 8월 처음으로
분화한 후 지금까지 매우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활화산이다(그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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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발리 아궁화산의 분화 (출처: AFP 연합뉴스)

그림 1-12. 북부 수마트라 시나붕화산 분화 (2018년 2월 19일)
(출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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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발생
2018년 9월 28일에 술라웨시섬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였다(그림 1-13). 지진으로 인해
술라웨시섬 주도 팔루와 인근 어촌 지역인 동갈라 일대에서 1.5~2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2천
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주민들 역시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2개 마을에서만 약 5천 명의
주민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으며, 현지에 머물던 한국인 1명 또한 사망했다.

그림 1-13. 2018년 9월 28일 술라웨시섬 지진 발생 위치
(출처: USGS홈페이지, 아시아경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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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발생
2018년 1~7월에 걸쳐 수마트라섬 남쪽의 람풍 주에 위치한 웨이 캄바스(Way Kambas) 국립공원
에서 900 ha에 이르는 관목 숲이 산불로 인해 소실되었다(그림 1-14). 수마트라섬의 다른 지역인
리아우 주에서도 2018년 8월 화재가 발생한 이후 그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야와 이탄지에서의 화재로 인한 연무가 확산되면서 리아우 주의 여러 지역이 짙은 연무에 뒤덮
였으며, 어둑어둑한 날씨가 지속되었다(그림 1-15). 리아우 주의 로깐 힐리르에서는 오일팜 조림지
와 이탄지 지역에서 수백 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마을의 집들도 피해를 보았다. 이는 경작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고의로 불을 냈기 때문인데, 건기의 건조한 땅에서 불이 쉽게 번지고 화재 진압 장비
와 물품의 부족으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수마트라 뿐만 아니라 칼리만탄에서도 화재가 진행되고 있다. Modis 위성 화면에 따르면 인도네
시아의 전체 489개 핫스팟 중 산불 발생 정도가 중간인 84개의 핫스팟과 산불 발생 정도가 높은
단계인 7개의 핫스팟이 칼리만탄 주에 위치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산불로 인해 뽄띠아낙 시 및
그 주변의 대기 질이 나빠지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쳐서 뽄띠아낙 시 정부에
서는 2018년 8월 인근 학교들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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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수마트라섬 람풍 주에서 발생한 산불

그림 1-15. 산불과 이탄지 화재로 인한 연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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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임업의 개념과 성과

가. 사회적 임업의 개념과 도출 배경
사회적 임업(사회 임업, Perhutanan Sosial)주), 18)이란 국유림•민유림(사유림) 및 관습림 등 산림
지역에서 산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민이나 관습법의 지배를 받는 지역민이 산림경영의 주요 주체
가 되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적 임업을 통해 지역 사회
의 번영과 환경의 균형, 문화의 사회적 다양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에서 정의한 사회적 임업 Perhutanan Sosial
Sistem pengelolaan hutan lestari yang dilaksanakan dalam kawasan hutan negara atau hutan hak/
hutan adat yang dilaksanakan oleh masyarakat setempat atau masyarakat hukum adat sebagai
pelaku utama untuk meningkatkan kesejahteraannya, keseimbangan lingkungan, dan dinamika
social budaya dalam bentuk hutan desa, hutan kemasyarakatan, hutan tanaman rakyat, hutan adat,
dan kemitraan kehutanan.

인도네시아는 전체 국토 면적의 63%인 1억 2,070만 ha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4,220 만 ha의 산림이 목재 생산, 산업 조림 및 환경 서비스 등 경제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산림
관리 주체별 면적을 살펴보면, 총 면적 중 95.8%가 민간 경제에 의해 관리되며 1% 정도가 지역 사회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45만 ha 규모). 산림 지역 안과 주변 지역에 인도네시아 내 빈곤 계층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역 사회에 산림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사회적 임업이 출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산지 이용권에 대한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내 경제분야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Nawacita Agenda 9주)”공약과도 관련된다고 하겠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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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wacita
2014년 대선 당시 조코 위도도-유숩 칼라 후보 진영의 선거공약이다. 산스크리트어로 Nawa는
9를, cita는 어젠다를 말한다. 즉 이들이 내세웠던 9개의 주요 공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가능한 국가 안보 및 국익에 기반한 통합국가방어체계(Tri Matra) 개발
2.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민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3. 지역 사회 및 부족 간의 조화로 인도네시아라는 하나의 틀 안에 통합
4. 부패없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혁과 법 집행
5.	“스마트 인도네시아(Indonesia Pintar)”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직업 훈련의 질을 향상하고,
		 토지 개혁 및 토지소유 프로그램 개혁과 사회보장 보조금의 지급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
6.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로 아시아 국가들과 동반자적 성장 추구
7. 국내 경제분야의 전략적 발전으로 경제적 독립 실현
8. 공공교육 커리큘럼의 재정비를 통한 인성과 애국심을 갖춘 시민 양성
9. 다양성 교육과 국민들간 대화 창구 확보로 공동체 의식과 다양성 강화

조코 위도도 정부에서는 사회적 임업의 목표 면적을 인도네시아 총 산림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1,270만 ha로 설정하고, 각 지역 사회에 산림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그림 2-1)20).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 지역 안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산림 이용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고 산림 보호의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
하고자 한다.

그림 2-1. 사회적 임업의 지역별 목표 면적

44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8년 통권 5호

나. 사회적 임업의 역사
1990년 이전의 사회적 인식은 산림 안과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산림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만한 잠재성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에 이들은 조림이나 다른 임업
활동을 위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이러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서 지역 사회가 산림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합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임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7~2013년의 기간 동안에 사회적 임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 임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렸는데, 이는 시민들의 의식 부족과 더불어 라이선스
발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임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조코 위도도 정부의 중기 국가 발전계획(2015~2019)과 발맞추어 사회적 임업
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2016년의 법률 개정은 사회적 임업에 대한 장관령 개정을 통해 여러 법령
에 걸쳐져 있던 법을 하나의 법령 「Peraturan Menteri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No. P83
Tahun 2016」으로 통일하였으며, 전문성과 절차의 간소성을 가지게 하였다. 그 전까지 복잡하고
단편적이며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리던 일이 24~3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표 2-1과 같다18).
표 2-1. 사회적 임업에 관한 2016년 법령 개정 내용
2016년 이전

2016년 이후

비고

형태 (Schema)

촌락림
지역사회림
지역사회 식재림
파트너십

촌락림
지역사회림
지역사회 식재림
파트너십
관습림

관습법의 지배를
받는 관습림 추가

지 역

생산림
보호림

생산림
보호림
자연보전림

자연보전림 추가

결정권한

장관, 주지사, 군수에게
분배

장관이 결정하나 확실한
조건 하에서 주지사가
대리가능

-

법률적 근거

각 형태별로 서로 다른
법률에 의거

관습림을 포함하여
하나의 법률에 의거

-

지원 절차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일 소요

절차가 단순화되고
소요 시간이 단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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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임업의 구분
사회적 임업은 크게 촌락림, 지역사회림, 지역사
회 식재림, 관습림 및 임업 파트너십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그림 2-2). 각각에 대한
설명은 표 2-2와 같다.

그림 2-2. 사회적 임업의 5가지 형태
표 2-2. 사회적 임업의 형태와 개념
형 태

개 념

촌락림

촌락에 의해 관리되고

Hutan Desa(HD)

촌락의 번영을 위해

Village Forest

이용되는 국유림

지역사회림
Hutan Kemasyarakatan
(HKm)
Community Forest
지역사회 식재림
Hutan Tanaman Rakyat
(HTR)
Community Plantation
Forest
임업 파트너십
Kemitraan
Kehutanan(KK)
Forestry Partnerships

지원자격

산림 구분주)

하나 이상의 단체가
마을협동조합 혹은

생산림

마을소유조합의 형태로

보호림

지원

지역 사회 활성화를

지역 사회 단체 의장,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산림농업연합체 의장 및

이용되는 국유림

협동조합 조합장 등이 지원

생산림
보호림

생산림 내에서
산림의 잠재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림 자원
보전 계획 안에서 조림

지역 사회단체

생산림

개념을 도입하여 조성된
인공림
산림 지역 거주민과
산림관리 주체 혹은

생산림
산림 지역 거주민

이용허가권자와의 파트너십

관습림

관습법 지배 지역 내에

Hutan Adat(HA)

존재하는 산림

Adat Forest

관습법에 의해서 관리

보호림
보전림

관습법 지배 지역의

권리림

주민

(Hutan 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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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구분21)

△ 소유형태에 따른 구분
·국유림(Hutan Negara)- 토지소유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지에 위치한 산림
·권리림(Hutan Hak)- 토지소유권이 적용되는 대지에 위치한 산림

△ 기능에 따른 구분
·생산림(Hutan Produksi)- 목재 혹은 비목재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지역
·보호림(Hutan Lindung)- 생명 시스템 보호를 위한 주요 기능을 가진 산림지역으로, 수계를 정리
		 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침식을 통제하고 염수 침투를 방지하며 토지 비옥도를 유지
·자연보전림(Hutan Konservasi)-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산림지역으로 생태계 보전과 동식물의 생물
다양성 보존이 주요 기능

2016년 법 개정 이후 주목할 점은 관습림 내에서의 사회적 임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관습림은
관습법 지역에 있는 산림으로, 산림법에서 국유림으로 간주하던 관습림을 대법원에서는 이를 토지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권리림(Hutan Hak)의 일부로 보았다. 이에 따라 환경산림부 장관은 권리림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2015년에 공표했다.
관습림은 한국에는 없는 개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임업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 산림이 관습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주체가 관습부족(Masyarakat Hukum Adat)으로 공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의 부족장이 환경산림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습
림은 기존에 부여되어 있던 기능 구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보호림이었던 관습
림은 관습림 지정 후에도 비목재 산물의 수집은 허용되나 목재 생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산림이
었던 관습림에서는 관습부족이 장기 관리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관할 기관에 제출한 후 연간
일정량의 목재를 수확할 수 있다.
관할 지역의 산림을 관습림으로 공인받기 위한 관습부족의 노력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총 26개의 관습림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관습림의 이름과 위치, 면적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림부가 발간한 ‘The state of Indonesia’s forests 2018’의 92~93페이지를 참조한다.

Chapter Ⅱ - 2018년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47

라. 성과 및 문제점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사회적 임업은 2016년 법령
개정을 통해 활용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다. 사회적 임업을 통한 이용권 확보 면적은 2017년 11월
까지 130만 ha로 나타났다(표 2-3)22). 하지만 이는 조코 위도도 정부의 2019년까지의 목표치 1,270만
ha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임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표 2-3. 사회적 임업을 통한 이용권 확보 현황(2017년 11월 현재)
형 태

면 적 (ha)
2007~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Hutan Desa

78,072.00

63,587.00

81,129.83

446,730.38

669,519.21

Hutan
Kemasyarakatan

153,725.15

20,945.06

2,465.46

109,343.31

286,478.98

Hutan Tanaman
Rakyat

198,594.87

2,815.42

14,131.00

23,426.61

238,967.90

Kemitraan
Kehutanan

18,712.22

16,300.99

24,,468.89

30,158.81

89,640.91

13,121.99

3,341.25

16,463.24

122,195.18

613,000.36

1,301,070.24

Hutan Adat
합 계

449,104.23

103,648.47

(출처: PSKL-KL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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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임업의 부진 요인 중 하나는 이해당사자
가 되는 지역사회에서 조차도 사회적 임업의 내적
작동 방식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임업연구센터
(CIFOR)에서는 사회적 임업 적용을 위한 실무교육
과 관련 법령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Panduan Praktis Penerapan Kebijakan Perhutanan Sosial, 2018)를
발간하였다(그림 2-3)18),22).
이 책에는 사회적 임업의 개념 및 주요 용어 정리
와 더불어 사회적 임업의 형태별 지원 방법 및 관련
법령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어
떤 방식으로 지역 사회가 산림 경영주체주), 23)로서
작용하는지와 이미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지
역을 관리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사회
적 임업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제공해 줌으로써 일
선 공무원과 관련 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림 2-3. 2018년 CIFOR에서 발간한
사회적 임업 안내 책자

산림경영주체(Forest tenure)21)
FAO의 정의에 따르면, 산림경영주체(Forest tenure)란 산림의 소유권, 임차권 및 산림 이용을
위한 다른 형태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것은 법적/관습적으로 인정된 산
림 소유권에 산림자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권한•계약 등이 결합된 형태이다. Forest tenure는
누가 어떤 자원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Forest tenure is a broad concept that includes ownership, tenancy and other arrangements for the
use of forests. It is a combination of legally or customarily defined forest ownership and of rights
and arrangements to manage and use forest resources. Forest tenure determines who can use what
resources, for how long and under wha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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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州) 단위의 활동 기구를 창설
중이며, 2018년 말까지 총 26개가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림 주변의 지역 사회가 사회적 임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microfinancing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환경산
림부는 순환펀드의 개념으로 벌채 허가권(concession permit)을 보유한 지역 사회에 소프트 론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마. 람풍 주-사회적 임업 시범 지역
사회적 임업을 일찍부터 시작하여 이미 20여 년의 경험을 가진 람풍 주는 사회적 임업을 연구
하고 그것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상적인 지역이다.
람풍 주는 지리적으로 자바 섬과 가까워(그림 2-4) 1960년대 말 자바 섬의 산지 이용이 본격화
되면서 시작된 정부 주도 이주 정책의 주요한 이주정착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유동인구
가 순유입되고 주요 산업 또한 바뀌게 되었다. 이주민 사회는 농지와 정착지를 얻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였으며, 이것은 주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2-4. 람풍 주의 위치

1998년 산림부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산림 지역 중 최대 29,000 ha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사회에 넘기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 전까지는 산림 관리 권한이 원목 벌채나
조림권 등의 방식으로 사기업에게만 주어졌으나, 이 법령 제정을 통해 산림 주변의 지역 사회에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람풍 주는 이러한 법령을 깊이 이해하고 조속히 시행하여 사회적
임업에 있어 다른 주보다 빠르게 사회적 임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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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풍 주를 대상으로 하는 CIFOR의 사회적 임업 연구를 통하여 지역 사회 수준에서는 사회적
임업이 산림 주변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담당자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적 임업 형태 안에서 신분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원래 불법적인 산림 훼손자로 인식되던 사람들이 사회적 임업의 합법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또한
더 이상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운 감정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람풍 주의 산림 현황에 대해서도 사회적 임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일례로
사회적 임업의 당사자들이 지역사회림에 ha당 최소 400본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의무사항 때문에
람풍 주의 산림 피복율이 증가되었으며 과거의 황폐지가 복원되고 재조림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람풍 주의 사회적 임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1998년 당시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림 허가권을 얻고자 했던 한 단체는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
서야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법 개정 이후에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허가권의
내용과 소요기간 역시 변화되었다. 이 단체의 경험은 그 자체로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의 발전을 보
여준다(그림 2-5).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는 람풍 주에서 Participatory Prospective Analysis (PPA) 접근법을 이용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CIFOR가 인도네시아, 페루 및 우간다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Global Comparative Study on Forest Tenure Reform (GCS-Tenure) 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람풍, 칼리만탄과 말루쿠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CIFOR에서는 향후 10년 간 람풍 주의 사회적 임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주요 인자로 사회적 임업과 관련된 법률의 변화, 이용 권한, 생계, 정부
의 재정적 지원, 인적 자원 확보 및 지역 사회의 인식 제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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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람풍 주 지역사회림인 Bina Wana Sejahtera의 의장 Engkos Kosasih (출처: CIFOR)

바. 사회적 임업의 실제 사례 – 북부 수마트라 랑깟 군24)
랑깟(Langkat)은 수마트라의 주도인 메단에
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군
지역이다. 수마트라 북쪽 지역에 있던 100,000
ha 규모의 망그로브 숲이 1990년대에 팜오일
농장이나 불법 양어장으로 전환되면서 망그
로브 숲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 이전에도
망그로브 숲은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해 훼손
되었지만, 가장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
은 팜오일 농장이었다. 랑깟 군의 Lubuk Ker-

그림 2-6. 랑깟 군의 Lubuk Kertang 마을에 위치한
복구된 망그로브 숲

tang 마을에 있던 망그로브 숲도 2006년도에
불법 오일팜 농장으로 전환되었다. 오일팜 농장 소유 기업이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망그로브 개펄
위에 설치한 제방은 담수유입을 대폭 줄여 물고기 산란 과정을 교란했고, 이는 지역 어부들의 수확
감소로 이어졌다. 2009년 북수마트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Lubuk Kertang 마을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2010년부터 망그로브 숲을 되찾기 위한 복구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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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Lubuk Kertang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 108명은 Kelompok Lestari Mangrove라는 단체
를 결성하여 복구된 망그로브 숲에 대한 관리권을 신청했다. 조코 위도도 정부의 사회적 임업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환경산림부는 2017년 이들에게 35년 동안 410 헥타르의 망그로브 숲을 관리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발급했다(Hutan Kemasyarakatan, Hkm). 지역 주민들은 이 허가권을 가짐으로써
망그로브 숲을 파괴하고자 하거나 일방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외부인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는 동시에, 숲을 관리하고 파괴행위로부터 숲을 보호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2017년 3월 산림관리 허가권을 확보한 후, 지역 주민들은 새우, 게와 다양한 지역특산 생선을 양식
하기 위해 20개의 친환경 양어장을 조성하였다(그림 2-7).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Lubuk Kertang
새우양식 어부들은 ‘silvofishery’ 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2-7. 랑깟 군 Lubuk Kertang 마을에서의 지역사회림 이용-Silvofishery

수마트라의 사회적 임업 및 환경파트너십(Sumatra’s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 Partnership
Agency)의 대표인 Sahala Simanjuntak은 Lubuk Kertang에서의 사회적 임업 이행이 북수마트라의
다른 망그로브 숲 복원의 시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임업의 성공을 위해
서 “활력을 잃은 망그로브 숲을 복구시키고, 복구된 숲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리더
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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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산업과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팜오일이란
팜 열매는 종피(29%), 종자(11%) 및 과육(6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그림 2-8), 이것을 쪄서 압축
채유해 만든 식물성 유지가 팜오일이다. 팜오일은 열매의 어느 부분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과육으로 만드는 팜오일(Crude Palm Oil, CPO)과 종자를 이용한 팜핵유(Palm
Kernel Oil, PKO)로 나눌 수 있다. 보통 팜오일(CPO)은 식용 및 가공용 등으로 흔히 쓰인다. 식품용
으로는 튀김용유, 마가린, 쇼트닝 및 버터 대체용으로 쓰이고, 가공용으로는 화장품, 화학, 바이오
디젤, 제약 등 소비재 원료 및 산업용 유지로 쓰인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세계 식물성 유지 소비
중에서 팜오일이 전체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전세계 팜오일
생산량이 지난 1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5).

그림 2-8. 팜 열매의 단면구조 (출처: 인도네시아 팜오일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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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산업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오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팜오일 산업은 인도네시아 내의 일자
리 창출과 외화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인도네시아의 노동인구 중 5,500만 명 이상이 팜오일 산
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약 1,400만 ha의 팜 농장이 있고 이는 인도네
시아 전체 농지의 40%를 차지한다. 오일팜은 주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서 경작되고 있으며(그림
2-9), 두 섬의 팜오일 총 생산량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1,969만 2,724톤과 837만 7,205톤이었다. 2015
년 기준 팜오일 최다 생산지는 수마트라 섬의 리아우 주로 연간 총 800여 톤의 팜오일을 생산했다.

그림 2-9. 남부 수마트라 무시 반유아신 지역에 위치한 팜 농장 전경 (출처: 자카르타글로브)

그러나 무분별한 팜 농장 개발로 2015년 하반기에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
는데, 당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이 진화되지 못하면서 말레이
시아와 싱가포르 등이 연무의 피해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제조업체들의 무분별한 벌목과 방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6년 4월 산림의 날 행사에서 신규 팜오일 산업 허가의 동결을 발표했
고26), 올해 9월 19일 실제적인 효력을 갖는 3년간의 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27).

Chapter Ⅱ - 2018년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55

2016년 팜오일 농장 소유 비중은 대기업이 52.88%, 개인 소작농 40.49% 및 국영기업이 6.63%를
차지했다. 주요 팜오일 생산기업의 개요는 표 2-4와 같다.
표 2-4. 인도네시아의 주요 팜오일 생산기업 현황
기업명

기업 개요

Wilmar
International

·아시아의 대표적인 농업 관련 비즈니스 기업
·주된 활동은 오일팜 경작, 유지종자 분쇄, 식용유 정제, 설탕 제분 및 정제, 바이오 디젤
연료 생산
·재배부터 가공·판매까지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관리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50개국에 진출
·오일팜 농장 241,892 ha 소유, 그 중 수마트라, 칼리만탄 섬에 팜오일 농장 약 70% 소유
·인근 소작농의 팜 열매 구입

PT SMART

·Sinar Mas 그룹에 속한 Golden Agri-Resources 의 자회사
·오일팜 플랜테이션 기업으로 1992년 설립
·오일팜 경작, 재배 및 정제를 통해 전 세계로 팜오일 판매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바이오 디젤, 함유(含油) 화학제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 보유
·인도네시아 내 소작농 농지를 포함해 138,000 ha의 농장, 16개 공장, 5개 종자 분쇄
공장, 4개의 정제 공장 운영
·최초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ISPO) 인증 수여
·칼리만탄에 연간 30만 톤을 생산가능한 바이오 디젤 공장 보유

PT Astra Agro
Lestari Tbk

·1984년 리아우 주에 오일팜 플랜테이션 설립
·팜오일 플랜테이션 297,011 ha의 면적 운영
·팜오일 플랜테이션 인근 지역의 소작농 5만1709명과 협업
·올레인, 스테아린, 비료 등 팜오일 가공품 제조

Musim
ㅁMas Group

·싱가포르에 본사 소재,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13개국에 진출
·재배에서 제분, 정제, 가공, 물류, 판매까지 팜오일 생산의 전체 밸류체인을 관리
중이며, 단계별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PT Perkebunan
Nusantara

·인도네시아 농업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15개의 지부가 있음
·그 중 PTPN 4, 6, 8이 팜오일산업 담당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팜오일 수출품에 대한 과세 징수를 시행하여 팜오일 1톤당 50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오일팜 농장 및 팜오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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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일반 디젤과 바이오 디젤의 시장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
해 바이오 디젤 소비 및 상용화의 가속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팜오일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보조금 펀드 기금은 연간 최소 7억 달러 이상이며, 펀드의 40%는 바이
오 디젤 보조금으로, 60%는 지속적인 플랜테이션 산업, 재생에너지, 하부 산업 발전 지원, 인적자원
및 소작농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다. 팜오일 산업의 문제점
1) 환경파괴 문제 및 제재 강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은 팜 농장 개간 과정에서 기업들이 삼림 벌목, 화전, 온실가스 배출, 인근 지
역 수질 오염 및 독성물질 노출 등 환경오염을 야기해 산림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역민의 생계수단
과 권리를 침해한다며 팜오일 생산기업의 환경파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그림 2-10).

그림 2-10. 팜 농장 개간을 위한 산림 파괴 (출처: Mongabay.com)

이에 팜오일 업계와 국제 환경단체들은 친환경 팜오일 인증제인 ‘지속가능한 팜오일 라운드 테이
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주)이라는 국제적 합의제도를 도입하고 RSPO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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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에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RSPO의 8가지 원칙
•기업 투명성 제고 (Commitment to transparency)
•법령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경제 및 재무상태의 장기적인 안정
(Commitment to long-term economic and financial viability)
•재배자와 공장에 대한 최선의 경영방침 사용
(Use of appropriate best practices by growers and millers)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환경적 책임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biodiversity)
•농장과 공장에 영향을 받는 직원과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있는 고려
	(Responsible consideration of employees, and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growers and mills)
•신규 농장의 개발에 대한 책임 (Responsible development of new plantings)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노력
(Commitment to continuous improvement in key areas of activity)

유럽국가들(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는 100% RSPO 인증을 받은 팜오일만 구매하여 사용
할 것을 선언했으며, 주요 팜오일 수입국인 인도, 중국 및 미국 또한 RSPO 인증 팜오일만을 구매하
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인증제도는 팜오일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팜오일을 원료
로 사용하는 제조기업도 해당되는 것으로, RSPO 인증을 받은 글로벌 기업은 로레알, 유니레버,
까르푸, 올람 인터내셔널, 컨트롤유니언 등이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KCI, LG생활건강 등이 있다.
RSPO 보다 강력한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 NDPE) 또
한 시행 중인데, 세계 팜오일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들 간에 성사되고 있다. 국제적
으로 NDPE를 위반한 기업과의 거래를 지양하는 추세이므로 NDPE는 팜오일 생산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내 대표적인 팜오일 생산기업인 Wilmar
International사는 RSPO와 NDPE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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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도 인도네시아 친환경 팜오일 정책(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ISPO)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농림부령 No.19/Permentan/OT.140/-3/2011). ISPO는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파괴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 팜오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인증 제도로, 자국 내 팜오일 생산기업은 ISPO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601
개의 기업이 ISPO인증을 부여받았다.

2) 인도네시아산 팜오일 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제
2017년에 인도네시아 팜오일의 최대 수입국인 인도는 팜오일 수입세를 전년 대비 2배 인상했다.
2018년 2월에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바이오 디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상무
부는 인도네시아가 바이오 디젤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공정 가격보
다 낮게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인도네시아산 바이오 디젤 제품에 92.5~276.7%의 수입관세를 부과
했다.
인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도네시아 팜오일에 대한 수입 제재 이슈가 진행 중이다. 유
럽 의회는 2016년 3월 'Palm Oil Deforestation of the Rainforests'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팜
오일 산업을 산림 파괴 및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았다. 이에 유럽연합의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의 원료에서 팜오일을 단계적으로 제외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8년 1월 유럽 의회
는 바이오 디젤 원료에서 2021년까지 팜오일 제외, 2030년까지 식물성 유지 전체를 제외하기로 결
정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등 주요 팜오일 생산국이 반발하자 보조금 폐지를 2030년으로 확정하였다.

3) 생산량 대비 낮은 생산성
인도네시아 오일팜 연구소(Indonesian Oil Palm Research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ha당 평균 팜오일 생산량(톤/ha)은 사기업 4.47, 국영기업 4.12, 소작농 3.46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 및 생산주체별 차이는 오일팜의 식재시기 및 시비량 등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오일팜은 식재 후 재배 기간을 기준으로 도입기(4~8년), 성장기(8~13년), 성숙기(13~20년) 및 노년
기(20년 이상)로 나누는데, 팜오일 생산성은 성장기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
게 된다(그림 2-11). 일반적으로 성목의 경우 ha당 10톤 이상의 생과 생산량을 보이지만, 노령목의
경우 연간 ha당 8톤의 수확량을 나타낸다.
또한 시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작지에는 ha당 10~13kg가, 소작농의 경작지에는
ha당 3~5kg의 비료가 쓰이는데, 이러한 시비량의 차이가 소작농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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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오일팜 연구소는 성장기 및 성숙기 오일팜의 경우 시비량 증가와 관리기술 개선을 통해
ha당 연간 생산량을 평균 2톤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며, 1,460만 톤의 팜오일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2-11. 재배 기간에 따른 오일팜의 생산성 곡선 (출처: 인도네시아 오일팜 연구소)

라.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유럽연합은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팜오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지급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바이오 디젤 보조금 정책에서
생산 과정에 있어 삼림 훼손의 우려가 높은 작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팜오일이 주요 대상이 되
는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 의회는 2021년까지 팜오일 기반 바이오 디젤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
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등 주요 팜오일 생산국이 반발하자 보조금 폐지를 2030년으로 유예하였다. 유
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바이오 연료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팜오일로 만든 바이오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재생에
너지에서 제외했다.미국 환경보호청(EPA) 역시 2017년 12월 팜오일을 원료로 한 바이오 디젤의 온
실가스 감축효과가 17%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팜 디젤을 EPA의 친환경연료에서 제외한
바 있다28).
팜오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용 오일이자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전세계 생산량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팜오일이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은 현재 인도네시아 팜오일의 3대 수입지역으로,
2018년 1분기에도 156만 톤을 수입하여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6%의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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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이번 유럽연합의 조치가 유럽 내 수출을 막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
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팜오일 기반 바이오 연료 사용금지계획 합의(2018년 1월)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협상 추진 및 강경한 입장 표명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
다. 2018년 5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계획의 수정을 위하여 유럽연합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음을 표명했다29).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배경에는 팜오일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이며, 유럽연
합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팜오일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팜오일 사용 제한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인도네시아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30). 2017년 인도네시
아의 팜오일 수출액은 185억 달러(약 20조 원)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의 11%를 차지한다. 이 중
에서 대 유럽연합 팜오일 수출액은 26.3억 달러(약 3조 원)로,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팜오일 수출액
의 14.2%를 차지했다. 유럽연합은 수입한 팜오일 중 약 46%를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바이오 연료로 팜오일의 사용이 금지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대 유럽연합 팜오일 수출은 상당히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간 협의 결과는 팜오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이정표를 제시하
며,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장기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 환경문제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팜오일 수출에 있어 유럽연합 시장이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럽연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
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지속가능 팜오일인증’ 의무가입 확대 추진을 통해 환
경문제를 고려한 팜오일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유럽연합에 피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
에 5월 중국의 수입할당량 확대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럽연합 외 다른 시장과의 거래 확대나 신
시장 개척을 추진해 유럽연합 계획 실현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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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도네시아의 대책 강구
1) 팜 모라토리움
2018년 9월 19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개정해 향후 3년간 오일팜 농장
신규 설립 허가를 유예하는 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27). 또한 기존의 오일팜 농장에 대해서도 허
가를 재검토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종자 개량 등을 통해 팜오일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
혔다. 프라비안토 묵티 위보워 경제조정부 차관은 현재 개발 예정인 오일팜 농장 대부분이 천연림
지역 안에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과 영세 업자들을 보호할 법
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외 환경운동가들은 모라토리움의 지속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환경
복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생활환경보호협회와
환경 관련 NGO들은 환경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해 향후 25년간 모라토리움이 유지되어
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라토리움에 대한 검토는 6개월에 한 번씩 경제조정부에서 주관한다.

2) 기존 팜 농장에 대한 리플랜팅31)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산성이 낮아진 노령 오일팜에 대해 재식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
로 중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북(北)바리토 주의 지방행정부는 남부 떼웨(Teweh) 지역에 위치한 PT.
Antang Ganda Utama 사의 플라즈마 농민주)들의 팜 농장 중 900 ha를 재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농장
은 중부 칼리만탄에서 가장 오래된 팜오일 농장으로, 팜오일 생산량이 월평균 3,200톤에 이르나 오
일팜의 수령이 오래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리플랜팅 계획은 전체 플라즈마 농장
면적 3,600 ha 중 900 ha를 2019년까지 1단계로 우선 조성하며, 식재에는 바탐 주와 리아우에서 생산
된 고수확 종묘가 사용될 예정이다.

플라즈마 농민(Plasma farmer)32)
플라즈마 농민은 1987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개발한 Plasma Transmigration Program
(Perkebunan Inti Rakyat, PIR-Trans)에 참여하는 농민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오일팜 생육 가능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들에게 2 ha의 농장
과 0.5 ha의 거주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플라즈마 농민들은 그
지역의 팜오일 회사에 소속되어 오일팜을 키우고 관리하며, 회사는 농민들에게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농민들의 수확물을 정부 고시가격으로 매입한다(그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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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플라즈마 농민의 팜 열매 수확 (출처: FarmlandGrab)

바. 시사점
국내외 수요를 감안하면 팜오일 산업은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환
경파괴 이슈가 다분하더라도 팜오일은 식용유, 마가린 등 지방유 제품, 화장품, 제약, 화학 원료, 바
이오 디젤 원료 등 글로벌 식량 및 바이오 시장에서 활용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대체하기 어
려운 제품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오일팜 연구소에 의하면 2050년 전세계 식물성 유지 수요는 2억
3000만 톤, 팜오일 생산량은 1억200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표 산업에 걸맞게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 디젤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인도네
시아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도 팜오일 산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오일팜 농장이 위치한 주요
지역을 경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육성•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팜오일 산업 진출시 생산성 증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팜오일 개발을 준수한다면
향후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예상된다.
팜오일 관련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미래 팜오일 산업은 '지속
가능한 팜오일' 개발 및 경영이 주안점임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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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자체 인증 ISPO 수료 의무
화, 비영리단체 RSPO 인증 및 NDPE 정책 등은 팜오일 생산기업이 피할 수 없는 이슈로 국제 사회
와 팜오일 소비자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현지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중요 고려대상이다. RSPO의 8가지 원칙은 지역 사회와 인근 소
작농, 회사 고용인 및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소작농 규모는 전체 팜오
일 산업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소작농의 협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인도네시아 현지
팜오일 기업들도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
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지 관습, 문화, 예절, 종교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 파괴 및 생산성 증진 등이 현지 주요 이슈인 점을 감안해 팜오일을 직접 생산
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 이외에 팜오일 채유 기술, 비료, 농장 경영관리 등을 공략하는 방안도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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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이탄지 현황 및 관리

가.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개요
이탄지는 습지에 쌓인 식물체의 유기물(이탄)들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동안 퇴
적되어 있는 지역이다(그림 2-13). 전세계적으로는 이탄지는 주로 온도가 낮은 고위도의 지역이나
수분이 포화되어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적은 열대지방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탄지는 생태계의 중
요한 일부분으로 수분량 조절, 생물다양성 보존 및 탄소 저장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33).

그림 2-13. 자연 그대로의 이탄지. 리아우 주 Giam Sial Biosphere Reserv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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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이탄지는 수마트라, 칼리만탄, 파푸아 및 술라웨시 지역에 퍼져있다(그림 2-14). 총
2,414만 ha의 이탄지 중 수마트라 916만 ha, 칼리만탄 839만 ha, 파푸아 653만 ha 및 술라웨시에 6만
ha 가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인벤토리는 이탄수역단위(Peat Hydrological Unit, Kesatuan
Hidrologis Gambut, KHG) 맵으로 되어 있으며, 그 수와 면적은 그림 2-15와 같다.

그림 2-14.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분포
(출처: Workshop on Peatland and Climate Change 발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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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 생태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부법령(GR) No.71 (2014년)과 그것의 개정안 GR No.57 (2016
년)에 의하면, 이탄지는 불완전하게 분해되어 습지에 쌓인 식물체의 유기물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
령에서는 이탄 생태계(peat ecosystem) 역시 정의해 놓았는데, 이것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통
합된 시스템을 형성하고, 균형•안정성•생산성을 가지는 이탄지 구성요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34). 이탄 생태계는 수분유지력이 높아서 주변 지역에 대해 수문학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또
한 탄소저장능력이 뛰어나 다른 식생에 비해 동일면적당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연구
에 의하면 1 센티미터 깊이의 이탄지 1 ha는 6 톤의 동일면적당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4). 이를 통해 추산해 보면 인도네시아의 이탄지는 약 46기가 톤의 탄소를 보유하
고 있고, 이것은 전세계 이탄지 탄소 보유량의 8~14%에 해당하는 양이다.

나. 이탄지의 파괴
이탄지는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감한 생태계 환경이다. 인도네
시아에서는 농지 개간이나 오일팜 농장의 개발 등으로 이탄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그림 2-16),
이로 인해 연간 3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체 화석
연료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량 중 10%에 해당하는 양이다35). 대기 중 연무 피해와 더불
어 이탄지 내에서는 지반 침하나 이탄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그림 2-17).

그림 2-16. 위성으로 본 이탄지 산불 (출처: Edge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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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이탄지 파괴 과정 (출처: Mong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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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지 파괴는 1960년대의 국가 주도 이주 정책 (National transmigration program)과 1990년 산업
조림 및 경제작물 재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체 이탄지의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
으며(그림 2-18), 피해지의 대부분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섬에 위치한다(표 2-5).

그림 2-18. 민간기업에 의한 수로 폐쇄 지역(리아우 주) (출처: 환경산림부34)
표 2-5. 섬별 이탄 생태계(Peat Ecosystem)의 피해면적20)
이탄 생태계의 피해 정도(ha)
섬 이름

무피해

경미한 피해

중간 피해

심한 피해

전체
피해면적
(ha)

매우 심한
피해

수마트라

34,261

6,917,767

1,617,199

574,762

16,124

9,160,114

칼리만탄

52,883

7,402,969

762,219

165,449

7,411

8,390,930

술라웨시

268

42,411

14,908

2,573

파푸아

93,730

6,405,442

23,274

2,939

80

6,525,465

합계

181,142

20,768,589

2,417,599

745,724

23,615

24,136,669

60,161

(출처: 환경산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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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탄지 거버넌스
이탄지 관리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도별 정책 및 법령 현황은 그림 2-19와 같다.

그림 2-19. 이탄지 관리를 위한 연도별 정책 및 법령 현황 (출처: 환경산림부34))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탄지 관리는1990년
의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발효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령에
서는 이탄 토양을 “상류 혹은 습지 지역에
위치하는 깊이 3미터 혹은 그 이상”의 토양
으로 정의하였다.
법에서 지정한 깊이 ‘3미터’는 중요한 기
준이 되는 수치로서 정부에서 보호가 필요
한 이탄 지역을 결정할 때 현재까지도 사용
하는 중립적이고 명백하며 측정 가능한 기
준으로 여겨지고 있다(그림 2-20).
그림 2-20. 수마트라 지역의 이탄 깊이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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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의 대통령령을 포함한 많은 법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완전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3미터 이상의 이탄층을 가진 토지에는 작물 식재, 목재 벌채 및
오일팜 식재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운송을 위한 운하 개설이나
작물을 심기 위한 수위 조절 등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빈번
히 행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탄지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한 강력해졌는데, 2015년 「신규허가권 발급
및 일차림•이탄지 거버넌스 증진(Suspension of New Licenses and the Improvement of Primary
Forest and Peatland Governance, Inpres Moratorium)」에 관한 대통령령 No.8은 이탄지 및 산림 관리
의 시각을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담긴 기념비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이탄지를 개
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 허가를 공식적으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에 제정된 「이탄 생태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역시 2016년에 좀더 강력한 형태로 개정
되었다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57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71 Tahun 2014 tentang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Ekosistem Gambut). 2016년에는 이 법령 외에도 다양한 환경산림부령이 발효되었는데, 이러한 법령을
통해 이탄지 관리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산림부에 그 권한과 책
임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2016년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
◯

이탄수역단위(Peat Hydroligical Unit, Kesatuan Hidrologis Gambut, KHG)에서는 이탄이 가장 두

꺼운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바깥쪽 방향으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보호되어야 하며,
◯ 깊이 3미터 이상의 이탄 토양, 특정 종 혹은 고유종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보호종이 있을

경우, 이탄지가 보호림•보전림을 포함한 보호구역 안에 위치할 경우 이를 보호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국제사회 REDD+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일차림과 이탄지에서의 플랜테이션 신규면허 발
급 정지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재연장하고, 이탄지의 수문학적 질서 회복 및 장기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이탄지 복원청을 설립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분리 발급되던 각종 개발권(광업권-에너지광업
부, 플랜테이션 개발권-농업부, 산림개발-환경산림부) 현황 정보의 통합을 위해 원맵이니셔티브
(One Map Initiative)를 작성하여 이탄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는 근거 조항
을 수립하였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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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탄지 복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인도네시아는 국제이탄지이니셔티브(Global Peatland Initiative, GPI)의 주요국으로 이탄지 복원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탄지 복원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1997년
이탄지 화재로 인해 심각한 연무가 발생하자 ASEAN 10개국은 연무 방지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공
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02년 국가간 연무오염방지협정(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THP)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수년동안 비준을 거부했었다.
이는 산림 및 플랜테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경제구조 및 정경유착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36).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계속된 권고와 압박, 다른 국가(노르웨이, 미국, 싱가포
르 등)의 경제적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2014년 말이 되어서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정부는 국가간 연무오염방지협정의 세부실천계획으로 ‘아세안이탄지관리구상(ASEAN Peatland
Management Initiative)을 추진하면서, 이탄지 복원을 위한 이탄지복원청(Peatland Restoration
Agency, Badan Restorasi Gambut, BRG)을 신설하였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2,492,527 ha의 이탄
지 복원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나 독자적인 지역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다.
강력한 정책 집행과 양호한 기후 조건으로 화재 및 연무 발생률은 크게 낮아졌으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조와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 및 대안적 토지개간 수단의 제공이 함
께 이루어질 때 성취될 수 있다(그림 2-21).
경제계에서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반영하는 사업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이탄지 개발
허가권을 취득한 곳은 총 100개로, 이 중 99개는 상업적인 조림 사업을 하는 곳이고 1개는 생산림의
벌채 허가권자이다. 조림사업을 하는 99 개의 허가권자 중 55개는 이미 이탄 생태계 기능에 관한 새
로운 규제 정책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개는 평가 중이고 12개는 계획의 재정비
가 필요하다. 허가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양도지역 내의 이탄지 복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복
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지하수위의 높이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water table level 0.4 m 이하)하
는 것과 복원 과정에서 자연적 천이 혹은 고유종의 재식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탄지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탄지복원청 (BRG)에서는 청의 복원
목표 면적 240만 ha중 50만 ha와 파트너십 중 일부, 비허가 지역 40만 ha 등 총 100만 ha의 면적에 대
해 지역사회가 사회적 임업과 농업개혁 정책(Agrarian reform)주)을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권장
하고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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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 정책(Agrarian reform)
농업개혁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농업 관련 사회조직이나 농업 생산기술의
혁신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농업개혁은 농촌 지역의 빈곤 퇴치와 민주화를 위해 토지 소유
권을 부재지주(不在地主)로부터 경작자에게 이양하여 소작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농지개혁
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정책은 조코 위도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National
Agrarian Reform Program을 실시하여 농지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는 지역별 환경이 매우 상이한 인도네시아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획일
화된 규정과 활동이 아닌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
부의 2014~2019 중기발전계획의 실천 어젠더인 사회적 임업과 농업개혁 정책을 이용하도록 도와주
고 있으며, 이것은 단일작물 재배 위주의 활동에 새로운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17
년 현재 이탄지에는 2,945개의 촌락이 있으며, 이들은 촌락의 경제적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
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BRG의 교육사회화 담당자 Myrna Safitri는 말했다37).

그림 2-21. 이탄지 복원 전경 (출처: Greener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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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이탄지 화재 예방을 위한 무화재동맹(Fire Free Alliance)이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2월
설립된 민간단체로 APRIL, Asian Agri, Musim Mas 및 Wilmar와 같은 목재 및 오일팜 플랜테이션 기
업과 PM, Haze와 같은 NGO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무화재동맹의 지역공동체 이니셔티브 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무화재마을프로그램(Fire Free Village Programme, FFVP)으로, 2016년까지 총
218개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 참여 교육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우수 마을에게는 일정
액의 장려금이 지급되었다20).

마. 국제열대이탄지센터 개원
이탄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2018년 10월 30일 자카르타에서는 국제열대이탄지
센터(International Tropical Peatland Center, ITPC)의 개소식이 있었다(그림 2-22).

그림 2-22. 2018년 10월 30일 국제열대이탄지센터 개소식 (출처: PPID Kementerian LHK)

국제열대이탄지센터에는 주요 열대 이탄지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및 콩고를 주
축으로 세계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탄지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 정책이 빈약하고, 복원과 관
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탄지 생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
제열대이탄지센터는 이탄지 복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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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에서 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은 “현 시대는 (이탄 생태
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한 시대”라고 하면서, “국제열대이탄지센터가 이
탄지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열대지방
에서의 이탄지 보호에 힘쓰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강조
했다38).

바. 이탄지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을 해결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항구적인 번영을 확신하
는 것이다. 이탄지 관리의 목표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집약적인 농•임업을 실시하는 것과
환경을 지키는 것은 상충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탄지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경제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Paludiculture주)와 혼농
임업(agroforestry)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Paludiculture
라틴어로 “Palus”는 “습지(Swamp)”를 뜻하므로 paludiculture는 습지에서 행해지는 농업 및
어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배수로 인해 건조해진 이탄지를 우선 rewetting시키고
이러한 습한 조건 속에서 침수에 강한 유용수종을 재배하거나 바이오매스를 수확하고, 어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 paludiculture 형태로는 고무를 생산하는 Dyera 속의 수종이나 수피가 모
기기피제 원료로 쓰이는 Gemor(Alseodaphne coriacea) 종의 수종 식재가 있다. 이 외에도 수분이 포화
된 이탄지 환경에 생존할 수 있는 수종으로는 Belangiran(Shorea balangeran) 및 Ramin(Gonystylus
bancanus) 등이 있다. 임목 이외에도 sago나 nipah 같은 작물들이 이탄지에 식재될 수 있다(그림 2-23).
Paludiculture의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여 농업 및 임업 외에도 silvofishery, silvopasture 및 peatlandbased ecotourism 역시 이탄지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경제활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농업과 임업 활동을 위한 이탄지 개간 시에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Land Clearing without Burning,
Penyiapan Lahan Tanpa Bakar/PLTB)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PLTB는 개간 구역에 남아있는
식물체 잔해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를 수집하여 퇴비나 숯 등의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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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이탄지 paludiculture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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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도네시아 산림현황 영문판 발간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2018년 7월에 UN FAO와 공동 작업으로 인도네시아 산림의 주요 이슈
와 현황을 정리한 “The State of the Indonesia’s Forest 2018(National SoIFO) 20)”를 발간했다(그림
2-24).

그림 2-24. 2018년 인도네시아 산림현황 책자 표지

78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8년 통권 5호

그 동안 인도네시아의 산림에 관한 현황 및 주요 수치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어 자료의
인용 및 이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정부의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산림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공신력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자는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산 자원에 대한 현황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산림
파괴와 산림자원 황폐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은 “세계 임업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
산림 보호를 위한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림 2-25)39).

그림 2-25. 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 (출처: Bis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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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 (Introduction)
제 2장. 인도네시아 산림 지역 개요 (An overview of Indonesia’s forest area)
2.1 산림 토지 상황 (Forest Land Status)
2.2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potential)
2.3 임업과 산림 관리 (Forestry and the Management of Forests in Indonesia)

제 3장. 산림 파괴의 원인
(Addressing the Cause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3.1 산림파괴의 원인 (Cause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3.2 산림자원 모니터링 (Monitoring Forest Resources)
3.3 지리정보의 발전 (Progress in Thematic Geospatial Information)
3.4 산림지역 관리의 법적 명확성 (Legal Certainty in the Management of the Forest Area)
3.5 산불 관리 (Forest and Land Fire Management)
3.6 기후변화 (Climate Change)
3.7 이탄생태계의 관리 (The Management of Peat Ecosystem)
3.8 산림경관의 복원 (Restoration of Forest Landscapes)

제 4장. 산림경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
(Involvement of Communities in Forest Management)
4.1 사회적 임업 (Provision of Access to Communities through Social Forestry)
4.2 관습림 인정 (Recognition of Adat Forest)
4.3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보호림 관리
		 (Protection Forest Manage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제 5장.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A New Paradigm for Conservation Area Management)
5.1 리조트 기반 관리 (Resort-based Management of Conservation Areas)
5.2 동식물 관리 (The Management of Plants and Wildlife)
5.3 지역사회 기반 관리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Conservation Areas)
5.4 지역사회 협업에서 전통적 지역의 이용
		 (The Use of Traditional Zones in Partnership with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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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제 6장. 국가 경제 공헌과 민간 영역
(National Economic Contribution and the Private Sector)
6.1 생산림 관리 현황(Portrait of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6.2 국가경제에 대한 산림자원의 기여
		 (The Contribution of Forest Resources to National Revenue)
6.3 목재 및 임산물 인증(Forest and Forest Products Certification)
6.4 벌채에서 산림관리로 패러다임 변화
		 (Changing Orientation from Timber to Forest Management)
책의 전문은 www.menlhk.go.id/downlot.php?file=the_state_Indonesia_forests_2018_Book.
pdf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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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영림공사의 역사와 사업 분야

가. 회사 소개
인도네시아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국영영림공사는 1897년 설립되었으며 정식명칭은 Perusahaan Umum Kehutanan Negara(Perum Perhutani)이다. 영림공사는 동부 자바, 중부 자바와 칼리만
탄 동부, 칼리만탄 남부 및 칼리만탄 중부 등 총 5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5개의 자회
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6).
표 2-6. 영림공사 개요
회사 이름

Perusahaan Umum Kehutanan Negara (Perum Perhutani)
State-Owned Forestry Enterprises

주소

Kantor Pusat Perum Perhutani Gedung Manggala Wanabakti
Jl.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Pusat, 10220
Telp.(021) 572-1282 (hunting), Faks. (021) 573-3616
Email: humas@perhutani.co.id –www.perhutani.co.id

설립일

1961년 3월 29일

법률기반

①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2 tahun 2010
Tentang Perusahaan Umum(Perum) Kehutanan Negara
②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3 tahun 2014
Tentang Penambahan Penyertaan Modal Negara Republik Indonesia ke dalam
Modal Perusahaan Umum (Perum) Kehutanan Negara

자본금

2조 5,900억 루피아

회사 형태

국영기업

지분

인도네시아 공화국(100%)

주식상장

상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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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림공사의 역사
영림공사는 공식적으로는 1961년에 설립되었으나 역사적으로는 1897년 9월 9일, 네덜란드 동인
도회사가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산림청(Jawatan Kehutanan Belanda)을 설립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림청은 1927년에 자바와 마두라 섬의 산림 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초로 Bosch
Ordonnantie 를 발효하였으나, 1930년에 산림 경영 업무 전체가 동인도회사 내 티크회사인
‘Djatibedrijf’로 넘어가면서 산림청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10년 후 ‘Djatibedrijf’는 산림경영권을 산림
청으로 재이관하였고, 인도네시아가 다시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산림청은 “Ringyo Tyuoo Zimusyo”
로 개칭되었다.
1945년 독립 후에는 산림 관리에 대한 권리, 의미, 책임 및 권한이 인도네시아 산림청으로 넘어갔
다. 196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임업회사의 위원회(Badan Pimpinan Umum Perusahaan Kehutanan Negara, BPU Perhutani)를 설립하였고, 1972년 영림공사(Perum Perhutani)로 회사명을 변경하
였다. 영림공사의 법률적 기반은 1972~2010년까지는 정부법령 72호였으며, 그 후로는 2014년 정부
법령 73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법령 73호는 영림공사를 모회사로 한 5개의 자회사 (PT Inhutani Ⅰ~Ⅴ) 운영에 관한 법령이다.

다. 사업영역
2018년도에 발간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림공사는 ‘산림경영 선두 기업 및 사회 발
전에 공헌하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3대 미션으로 1)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경
영, 2)사회발전과 환경보호에 이바지, 3)협력적 거버넌스(Good Corporate Governance, GCG) 원리에
따른 산림 비즈니스 최적화를 명시하고 있다.

Chapter Ⅱ - 2018년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83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산림 거버넌스 및 산림 경영 계획 수립, 산림 이용(환경 서비스, 목재 및
비목재 산물), 산림 복원, 산림 보호 및 자연 보전, 임산물 가공, 임업 교육 및 훈련, 임업 연구 및 발
전, 혼농임업 개발, 지역사회림(Hutan Rakyat) 및 지역식재림(Hutan Tanaman Rakyat) 조성 및 개발
(*사회적 임업 참조) 및 임산물 판매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5년 단위의 영림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목재, 가공 및 고급가공 목재, 임산 화합물(검 레진, 터르펜 및 부산물, 카유풋
오일, 천연수지(니스원료), 옻 등), 식품 및 건강 제품 (꿀 등), 임산 작물 세포질 및 종자, 보전 및
보호를 위한 동물 육종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생태관광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림 2-26).

그림 2-26.영림공사의 주요 생산품 (출처: 영림공사 홈페이지)

라. 사업 면적 및 조직도
1) 사업면적
영림공사는 자바 섬과 마두라 지역에 2,445,006 ha (생산림 1,806,448 ha 및 보호림 638,558 ha)의 면
적을 관할하며 여기에 자연산림보전지역과 관광산림은 포함하지 않는다. 영림공사의 자회사 (PT
Inhutani Ⅰ~Ⅴ)들은 자바 섬 이외 지역을 담당하여, 총 면적은 370만 ha 규모이다 (정확한 면적은 공
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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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조직도 및 부서장 (그림 2-27)

그림 2-27. 영림공사 조직도

마.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관계
영림공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산림 회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녹색사업단(현 한국임업진흥원)은 2013년 영림공사와 ‘목재 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에 관한 양해
각서 및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40), 산림조합중앙회도 영림공사와 함께
서부 자바주 1만 ha 공동조림사업과 커피 합작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41), 42). 코린도그룹은 영
림공사와 칼리만탄 국유림 40만 ha에 대한 REDD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43). 이 외에도 우리나라
의 많은 기업들이 합판, 펄프 및 팜오일 등 여러 산림 분야에서 영림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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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림공사는 필요 이상의 인력과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국유림 내 불법벌채 엄벌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44).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프로그램 등의 노력을 통해 2018년 상반기 수익은 전
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45), 완전한 경영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기업들이 영림공사와의 협력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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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

인도네시아 산림정책 동향
김 영 철 상무 (코린도 그룹)

가. 인도네시아 산림경영 역사
인도네시아 천연림 경영의 역사는 1967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공산당 쿠데타를 진압하고 집권하
면서 시작되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수까르노에 이어 권좌에 오른 수하르토 대통령은 그 동안 자
기를 따랐던 부하들에 대한 보상과 국가 경제개발을 위하여 자와섬 밖의 수마트라, 칼리만탄, 말루
꾸, 술라웨시 및 파푸아 지역에 대한 천연림 개발권을 추종세력들에게 부여하였다.
하지만 자금과 기술이 없었던 그들은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1967년 해외투자법을 만들어
외국기업의 산림개발 참여를 독려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산주들이 장군 출신
들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68년도에 코데코가, 1969년도에는 코린도의 전
신인 인니동화가 천연림 개발사업에 뛰어들었고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인도네
시아 천연림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열대 천연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원목수출량이 급증하자 국내 목가공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79년에는 3개 장관이 공동으로 국내의 목가공 사업 촉진을 위한 법령을 제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1980년부터 원목수출을 줄여나가서 1985년도에 전면적으로 수출을 금지한다
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천연목을 이용하는 대규모 합판공장에 투자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 1위의 합판수출국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과벌 형태의 천연림 개발로 인하여 산림황폐화가 심화되자 1990년에는 조림법
을 제정하여 인공조림을 장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수백 개의 조림회사가 생겨나게 되
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APP, APRIL 등과 같은 대규모 조림 및 펄프제지 회사이다.
천연림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목재생산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합판사업도 급속
도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와 함께 전국에서 도벌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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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황폐화가 가속화되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다. 독재체제에서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도기
적 혼란기를 거쳐 2000년대에는 도벌을 근절하고 천연림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림사업 또한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 동안 정부 주도의 보조금과 이주정책에 힘입어 사
업을 추진하던 소규모 조림회사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조림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규모 펄프조림 회사들은 거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천연
림을 벌채하고 대규모로 펄프조림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조림회사들도 2015년
전후로 환경문제로 인하여 최근에는 심각한 원자재 부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나. 최근 천연림 경영정책 변화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천연림 경영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열대림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벌채할 나무마다 식별가능한 코드를 부착하고 벌채하여 운
재시 on-line으로 생산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도벌 및 남벌을 근원적으로 해결함으
로써 선진임업경영의 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벌채에 따른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친화
적인 천연림 개발시스템(RIL, Reduced Impact Logging)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
체 천연림에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환경친화적인 천연림경영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최근 환경산림부에서는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던 천연림 조림법을 확대 추진하여 천연림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
는 정책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아래의 그림과 같이 천연림에 일정한 폭으로 식재열을 조성
하고 생장초기에 내음성을 가지는 향토수종인 shorea spp.(나왕, meranti)를 식재하는 조림시스템
(SILIN, Intensive Silviculture System)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천연림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SILIN 조림시스템>                                                  <식재열 준비>            <4년생 shorea spp.>
그림. 새로운 천연림 경영시스템(SILIN) 식재도 및 임목 생장

88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8년 통권 5호

이러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림부에서는 지난 11월 26~27일 양일간 산림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RIL과 SILIN 시스템 추진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모든 천연림 개발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술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
룹을 만들어 집약적인 지도관리 및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25년 윤벌기를 고수하고 있는 SILIN조림의 경우 투자자가 자유롭게 윤벌기를 결정하
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여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SILIN조림에 투자하도록 유연한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환경산림부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천연림 경영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재
현하기 위한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는
NGO의 공격과 천연림의 종다양성을 일부 희생시키더라도 단위생산성을 증대시켜 목재 생산 증대
를 통한 개발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과의 충돌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천연열대림 개발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 펄프조림목 시장 동향
최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지난 2015년 장기건기로 인한 국가 재앙 수준의 대규모 산불을 겪
으면서 이탄지역 조림제한 정책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산림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공세
적인 NGO 활동 및 APP 사의 Oki mill과 같은 과도한 설비투자 등으로 펄프용 원자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그 동안 대규모 펄프회사들이 구매자가 가격 결정에 우위를 차지하는 구매자 독
점시장(monopsony market)을 형성하여 값싸게 소규모 조림회사의 원목을 구입함으로 인해 대부분
의 소형 조림회사들이 파산되거나 더 이상 조림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일부 남아있는 조림회사가 도리어 조림목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위를 가지는 공급자 독점시장으
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조림목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
라서, 몇몇 대기업들은 인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및 호주 등지에서 원목 혹은 woodchip을 수
입하고 있거나 대규모 수입을 위한 항만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원목부족현상이 가장 심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지
만 그 동안 자국 내의 풍부한 원자재로 대규모 펄프 및 제지사업을 추진해 오던 인도네시아마저 이
제는 펄프용 원목 및 woodchip 수입국으로 전환하게 되어 향후 이 지역의 펄프용 원자재 부족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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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펄프용 원재료인 woodchip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woodchip 수입
량이 약 2천 4백만 bdmt(bone dry metric ton)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남미
나 호주 등 아시아권 밖에서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 RISI). 가장 큰 수입국은 중국과 일본으
로 특히 중국은 2008년 이후 매년 수입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woodchip 최대 수출
국은 베트남으로 2018년도 수출물량은 9백만 bdm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태국, 인
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나 2019년부터는 인도네시아가 순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아시아권에서의 woodchip 수급 불균형은 점점 더 악화되어 2022/23년에는 약 3백5십만
bdmt의 물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향후 woodchip 가격상승과 함께 장기적
으로는 새로운 펄프 조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 RISI).

라.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의 미래 전망
그 동안 천연림에서 벌채한 대경재를 이용하여 발전해 오던 합판사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
적으로 축소되어 앞으로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천연림과 조림목을 혼합하여 만드
는 콤비네이션 합판사업(combination plywood business)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같은 추세
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천연림 경영과 천연림내의
shorea spp. 를 식재하는 SILIN조림 및 Eucalyptus spp. 등을 식재하는 일반 용재조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문제가 산림정책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펄프산업 원자재 조달
을 위해서 대규모 천연림을 벌채하고 펄프용 속성수종을 조림하던 그런 형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도네시아의 조림형태도 현재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
모 주민조림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같은 형태의 주민조림은 자금력, 기술 및 시장을 가진 투자자와 지금까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형태의 땅을 가진 주민들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개념으로 발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형태의 조림은 토지와 관련된
대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투자자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
의 조림으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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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코린도 그룹의 현재와 미래 임업
코린도 그룹은 1969년에 인도네시아 천연림 경영사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 본격적인 합판사업을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천연목을 이용한 합판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천연림 경영 및 합판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조림사업의
경우도 1990년 조림법이 발효됨과 함께 1993년에 동부 칼리만탄에 용재 조림사업, 1998년에는 중부
칼리만탄 펄프 조림사업을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는 동부 칼리만탄과 파푸아의 천연
림 지역에 SILIN조림도 추진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조림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CSV개념을 적용한 조림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 NGO와의 문제가 없고 주민들과의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 인하여 주민복리 증
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림을 통하여 현재 천연목 대경재를 이용하는 합판사업에서 천연목과 조림목을 혼합하
는 다양한 첨단 목가공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영과 함께 각
종 국제기준의 환경인증을 득하여 사회적·환경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경제적으로는
Eucalyptus spp.등을 이용한 용재용 클론임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50년의 열대림 경영에서 축적된 경험과 know-how를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 최고의 속성 용
재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개념의 목가공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열대천연림을
보전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선진 임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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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2 :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의 첫걸음
장 윤 호 법인장 (한국임업진흥원)

가. 신재생에너지 제도와 목재펠릿 수요
지난 6월 말 산업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규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축소(전소
1.5→0.5, 혼소 1.0→0)하고, 국내 미이용목재는 가중치를 신규 부여(전소 2.0, 혼소 1.5)하기로 하였다.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를 말한다.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적으로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REC는 사업자의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
를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정부에서는 가중치를 조정하여 여러 종류의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목재펠릿 등) 관련 산업을 조율한다.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 하락으로 인도네시아의 목재펠릿 업체들은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
을 우려하였으나, 그간 목재펠릿 이용설비의 증가와 기존 허가에 대한 REC의 유예로 인해 국내 수
입량은 줄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목재펠릿의 품귀현상도 발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2012년 2%에서 시작해 2022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이 증가되고 미이행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확충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목재펠릿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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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네시아 내 목재펠릿 관련기업동향
현대건설은 술라웨시의 끈다리주 인근에 국유림 2만5천 ha의 조림을 통해 목재펠릿과 전력을 생
산할 예정이다. 2018년 8월에 1차로 6천 ha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만5천 ha 조림 완료
시 발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영영림공사는 2013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과 중부자바 스마랑 지역에서 3년 벌기를 목표로 2천
ha 규모의 바이오매스 조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의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
하고자 지난 8월 27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는 PT Berkah Cakrawala Sejahtera 등 25
개사가 참석하였다. 이 설명회에서 영림공사는 스마랑 시범조림의 중간결과와 작년에 실시된
DANIDA(덴마크국제개발협력단)의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설명하
면서, 조림에서부터 발전까지 모든 범위의 사업에 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표명하였다.
많은 기업들은 목재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함께 기존의 가공부산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속성조림목을 활용한 원료확보가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인
도네시아의 조림관련 법제도가 용재수 위주라서 시행초기 단계인 바이오매스 조림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으며(개별기업의 이동식 칩퍼기 사용불가, 무게가 아닌 부피 단위의 실적 증명 등), 기
존 원료인 가공부산물(톱밥, 부스러기 등)과 비교하여 높은 조림목 원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의 성공 요건
인도네시아 내의 기존 발전설비에서 필요한 목재펠릿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희망하는 목재펠릿 업체의 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랑에 위치한 CV.Buana
Harum Kharisma의 경우 설비용량은 월 4천 톤이나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가능한 수준인 월 2천 톤
수준으로 가동 중이다. 영림공사의 설명회에 참여한 펠릿 업체인 PT Berkah Cakrawala Sejahtera의
경우에도 자본과 구매자를 갖추고 있어 사업확대를 희망하나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라고 말했다. 목재펠릿의 원료로 기존의 목재가공부산물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 대안으로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을 실시하여 조림목을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제조업체들에게는 한국과 일본이 주요 목표시장인데, 한국으로 수출
할 때에는 목재펠릿의 시험성적서만 필요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산림인증(FSC)이 필수적이다. 하
지만 기존의 원료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인증 취득된 원료 확보를 위해 조림목 확보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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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투자까지 검토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목재펠릿 원료의 경합은 조림목과 조림지 경합
으로 연계될 것이다.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림지 확보부터 조림작업 수행까지 체
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조림지의 입지와 토양의 특성은 인위적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면서 수익
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자이다. 또한 이후 수종 선정과 경영계획 등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
이 전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림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조림지 확보부터 사업까지 기존의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진행의 확인과 기술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우리나라의 해외 바이오매스 조림의 시범 사례이
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의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시범 사
례이다. 성공적인 시범조림을 통해 향후 실시될 바이오매스 조림 사업과 목재펠릿 생산에 있어 시
행착오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체계 마련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림. 스마랑 시범사업지 내에서의 바이오매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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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소개(산림청)46)

산림청은 11월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
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림 3-1). 그 동안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되었으나 이제는 산림청장에게 우선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
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하며,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
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8. 3. 6.
공포)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고 있다. 우선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및 목재펠릿이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표 3-1), 우리나라는 지구온
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
스(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
로 벌채되고 있으며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
운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 제한을 위한 제도
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
하나,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2017년 3월 21일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18년 8월 16일에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기준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국내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25회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하였으며, 수입신고 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수입목재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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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과
관련된 서류를 구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제도 안내페이지를 개설하여 제도소개, 수입신고 절차, 질의
응답(Q&A) 및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게시했다.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분과(WTO
TBT)에 통보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 배경 및 내용을 공유하
였으며, 주한대사관 관계관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년의 시범운영 기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중 올해 12월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목재 수입 및 유통업체 등록 독려,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업체
별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본 제도의 운용을 통해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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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산림청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소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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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대한 국가별 비교
구분

미국

유럽연합
(28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행

2008년

2013년

2014년

2016. 1월

2017. 5월

2018. 10월

불법벌채

NOMOP

금지법

78호

법령

대상품목

레이시 법

EU 목재규정

땔나무, 목탄, 땔나무, 원목,  궤도용

원목, 제재목, 단

원목, 목재의

침목, 제재목, 단판, 성

판, 성형목재, 파티 원목, 목재조

봉, 궤도용침

형목재, 파티클보드, 섬 클보드, 섬유판, 합 각, 베니어합

통나무, 제재

불법목재
클린우드 법

제도
통나무, 제재 원목, 제재목,
목, 각재, 단

판, 틀, 기타목재

판, 성형목재, 목재, 틀, 펠릿류, 창문

펄프, 화학목재 펄 드, 목재도구,

판 적층재 및

합판, 틀, 목제 및 창문틀, 종이 및 판

프, 목재펄프, 신문 창문 및 창문

집성재, 목질

공구, 창문과

용지, 종이 및 판

틀, 주방가구,

펠릿, 칩 및

지, 화장지 등

장신구류, 성

조각, 가구,

냥개비, 기계

종이 등

지

창문틀, 피아
노등

방부목재, 난연

판 및 베니어 목재, 집성재,

목, 제재목, 단 유판, 합판, 고밀도화

판, 파티클보

교역제한

판, 합판, 단

합판, 펠릿

목재 펄프 등
자체구축

실사체계

자체구축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위탁
(의무)

합법성
확보
합법성
신고
합법성검
사

정부간 협의로가

합법성 판단
자체구축

이드 개발

기준
정부 규정

준 정부 고시,
국가별가이드
개발

수입 전 실사

수입 전 실사

수입 전 실사

수입 전 실사

고시에 따른

(자료확보)

(자료확보)

(자료확보)

(자료확보)

(자료확보)

서류 확보

수입허가 신청

의무없음

세관신고
(실사 질문지
답변 제출)
통관 시
질문지검사
및 사후검사

1만$
미만의 벌금

실사요건

실사요건

준수 신고

준수 신고

사후검사
(최대5년 소급)

사후검사

통관 시
서류검사

사후검사

독일의 경우 목재압류,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통관 시
서류검사
판매정지

1년이상 징역,

목재압류,

5만€ 벌금

5년이하 징역

체코의 경우 11만€

또는 벌금

목재압류

목재생산업
등록취소

벌금

사후
적발
조치

합법성 판단기

수입 전 실사

목재압류,

벌칙

자체구축(의무),

·반송·폐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업자

수입업자

수입업자

수입업자

수입업자

제재

제재

제재

제재

제재

고의성 없으면
수입업자
비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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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가. 회의 개요
2018년 7월 10일 자카르타에서는 제 23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
국간 산림협력 강화와 상호교류를 약속했다. 양국대표로는 산림청 김재현 청장과 시티 누르바야 바
카르 (Siti Nurbaya Bakar)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두 사람은 위원회 개최 후 양
국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그림 3-2).

그림 3-2. 제 23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에 참석한 김재현 청장과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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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 제 22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 때 논의되었던 롬복 섬 남단 뚜
낙(Tunak) 지역에 세워진 산림휴양•생태관광 시범단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사회적 임업, 이탄지 관리, 식물종 보존 교류 및 조림투자 협력 등과 관련된 주제가 토의되었
다. 아래에서는 이번 위원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측의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한인니 산림센터의 2018년 주요 성과인 롬복 뚜낙 생태관광센터 개장 및 주민
기반 생태관광 발전 협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따로 정리하였다.

나. 주요 의제 정리
△ Agenda 1 : 사회적 임업
가) 인도네시아 산림 개요
●

산림 면적 : 1억 2,070만 ha (인도네시아 전체 국토의 63.09%)

●

벌채허가, 산업 조림 및 환경서비스 할당 면적 : 4,220만 ha

●

운영 : 민간부문 4,050만 ha(95.8%), 지역 사회 450만 ha(1%)로 운영

●

산림주변 빈곤층 : 총 1,020만 명(인도네시아 빈곤층의 36.73%)

	빈곤 퇴치를 위해 지역사회림의 면적을 450만 ha(1%)→1,270만 ha(30%)로 증가시켜 사회적

●

임업에 활용

나) 주별 사회적 임업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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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임업의 형태
촌락림(Hutan Desa, HD), 지역사회림 (Hutan Kemasyarakatan, Hkm), 관습림 (Hutan Adat, HA), 지
역사회 식재림 (Hutan Tanaman Rakyat, HTR), 파트너십 (Hutan Kemitr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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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임업의 개념과 가치
구성요소
최종목표

설 명
키워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산림의 다목적 이용

지표

1) 지역 사회/가구당 총이익
2) 고용률
3) 지역 사회 성장 및 지니계수

방법

1) 산림경영접근, 산림농민단체에 대한 허가 및 역량강화의 협력 형태
2) 투자

가치

1) 복지 향상을 위한 산림이용(목재산림제품, 비목재산림제품, 환경서비스)
2) 지역 사회 참여
3) 생태환경, 자연의 기능적 측면 존중
4) 산림보전 및 보호, 계승, 균형 및 항상성 유지
5) 보전, 복원 및 회복의 인식

이행

- 비즈니스 체인
1) 환경 서비스/생태관광/수질 관리
2) 혼농임업: 벼, 옥수수, 콩
3) Silvoparture
4) Silvofishery
5)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
(sunan hazelnut, 설탕야자,
유칼립투스, 칼리안드라, 타마누 등)
6) NTFP: 꿀, 등나무, 뿌리 등
7) 목재산업

- 결과(투자, 기술, 지역 사회기관)
1) 허가와 적법성
(요구사항, 장려사항 및 금지사항)
2) 영역 적정 배분
  (use and status/tenure)
3) 사회기반시설
4) 농민단체의 활성화
5) 투자 (정부와 개인)
6) Area review
7) 활동가 지침
8) 기기 모니터링

마) 사회적 임업의 목표
궁극적 목표 인도네시아 산림 면적의 10%를 사회적 임업에 이용

단기 성과

사회적 임업의 시스템 개발과 적용
사회적 자본의 개발
소액금융기관(BLU) 및 상품판매 시장 개발

중기 성과

임산물 생산센터
사용권 분쟁의 완화
산림 지속가능성

장기 성과

일만 개 이상의 임산물 생산센터 건립
고용 증대 및 산림주변 촌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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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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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례

106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8년 통권 5호

Chapter Ⅲ - 임업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소식  107

108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8년 통권 5호

△ Agenda 2-인도네시아의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가) 대한민국 산림청의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프로젝트 지원
●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Taman Wisata Alam Gunung Tunak)

●

센툴 생태 교육 모델 숲

●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내 코리안 갤러리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나) 인도네시아 보호구역 개요
●

전체 면적 : 2,714만 ha

●

구성 : 국립공원, 자연휴양공원, 대산림공원, 자연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및 사냥공원

●

기능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전, 생물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다)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전략
●

생태관광 개발은 인도네시아 산림정책 중 하나

	국립공원 및 자연휴양공원에 존재하는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다양한 생태계 유형을 연구,

●

교육 및 휴양을 위해 지속 가능하게 이용
●

보호구역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 자체적으로 보전 관리

라) 인도네시아 내 보전림 및 보호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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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 인증 지역 소개

바) 보전지역의 활용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 자연으로의 환경친화적인 여행
· 방문객 영향 최소화
· 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통한 활동 제공
· 국가적 우선이행 프로그램 2015~2019 (외국인 방문객 150만 명, 국내
방문객 2,000만 명 증가 목표)

전략적 이슈
·홍보와 마케팅
·지역 사회 역량 강화
·환경영향 최소화

발전 방향
·보전지역의 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
예) 망그로브 트랙, 안내판, 관광 및 조류관찰 타워, 안내소, 그린에너지와
같은 녹색 인프라 개발
· 역량강화(가이드 교육 프로그램, 통역 및 자격증)
· 지역 사회 역량강화
예) 홈스테이/환경친화적 숙박시설, 기념품 개발
· 생태관광 경영 모델 수립
·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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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da 3-이탄지 보호 및 관리
가) 배경
●

인도네시아의 전체 이탄지 면적 : 1,500만 ha 이상

●

이탄 생태계의 교란 : 배수시설 건설, 토지 개벌 등으로 인한 이탄 생태계 내 수분 감소 및
유기물질 건조화

●

2015년 화재로 인한 이탄지 손실 및 온실가스 배출 : 총 화재면적 260만 ha, 온실가스 배출량
1.8Tt CO2e

나) 이탄지 관리 정책
●

무(無)화재정책(Zero burning policy) 시작

●

이탄지 배수 금지,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정기적인 순찰 실시

●

2020년까지 최소 200만 ha의 이탄지 복원 목표

●

환경산림부령 No.16(2017년) 및 이탄지복원청 전략계획 No.P5(2016년) 등에 의한 이탄지 복구

다) 활동범위
이탄지관리포럼 설립 : 전문가, 의사결정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정기 세미나, 워크숍

●

및 웹 기반 미디어 컨퍼런스 등을 통한 의견 교류
●

이탄지 관리센터 : Web GIS Interactive
- 1:50,000 지도 상의 Peat Hydrological Unit(PIU) 확인
- 이탄생태계 복원

			 (운하 차단 및 canal backfilling, 토착종과 자연천이를 이용한 식생복원)
- 이탄 생태계 보호 및 실천 관리 계획
- 정부 규제, 장관령 및 기술지침서
- 이해관계자 특성 파악 :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정도, 문화, 행동, 종교
- 최적 정보시스템 개발 :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라) 협력 제안
●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

이탄지관리센터 시스템 개발

●

인도네시아 내 국제열대이탄지연구센터 설립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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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탄 생태계 보호 관리 규정에 의한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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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 사회에 기반한 이탄 생태계 복원

사) 산업조림/오일팜 농장에서의 이탄 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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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da 4-식물종 보존 교류 (한국측 발표자료)
가) 백두대간 seed vault : 야생 식물종 종자보전을 위한 세계최대시설 중 하나

나) 백두대간 seed vault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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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eed vault와 종자은행의 차이점

라) 협력분야
3.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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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복 뚜낙 생태관광센터 개장 및 주민기반
생태관광 발전 (한인니 산림센터)

2013년 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 양해 각서 체결 후 5년만인 올해
롬복 섬 뚜낙 지역에 생태관광센터가 문을 열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 직접 언급할 만큼4) 성공적인 양국 산림협력 사례로 꼽히는 뚜낙 생태관광센터의 설립 추진 과정
과 시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이 사업은 2013년 10월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활성
화 관련 양해각서」 체결에 기반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의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
리나라 산림청과 한인니 산림센터는 롬복 섬 뚜낙 지역에 1,000 ha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롬복 섬 뚜낙 지역은 1,200 ha 규모의 관광공원지역으로, 환경산림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지역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허가권을 발급한 사업개발지역이 있다. 주변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규모
관광투자 사업인 만달리카 해변 사업지가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뚜낙 생태휴양림
도 잠재력이 많은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공공지역에 방문자 센터, 다목적 센터, 게스트하우스, 나비체험관 및 트레일 로드 등의 시
설을 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 수도, 도로 및 통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연도
별로는 2015~17년까지 3년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시설을 건립하고, 2015~18년 동안 이를 운용할
인도네시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의 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총 사업비는 21억원
규모로, 이 사업을 통해 양국간 산림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모델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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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과정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9월에 우리나라의 산림휴양생태 전문가가 파견되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같은 해 11월, 2014년 3월과 10월 세 차례에 걸쳐 국제워크숍을 개
최하고, 2015년 3월에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끝마치고, 2016년 착공하여 안내센터, 둘레길 및 나비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2017년에는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센터를 준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
으로 게스트하우스 등 휴양시설을 추가로 건축하였다.
2018년 3월 6일에는 역사적인 개장식을 가졌다(그림 3-3). 개장식에는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
력관과 김영철 한인니 산림센터장 및 루스디 리드완 환경산림부 정책자문관, 로시아디 사유띠 서부
누사 가라 주 정무부지사 및 랄루 바흐리 중부롬복 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휴양센터 개장을 통해 그간 산림자원 위주의 협력을 산림
휴양•복지 분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림을 이용한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 가시
적인 협력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현 산림청장도 지난 7월 9일 롬복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센터를 방문,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그림 3-3.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개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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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시설 현황

개발 전 전경

현재 조감도

개발 전 입구

현재 입구

개발 전 다목적센터 지역

현재 다목적센터 건물

방문자 센터
- 면적 : 159 ㎡
- 내부공간 : 안내데스크, 사무실, 창고,
개발 전 나비체험장

현재 나비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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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센터

나비체험장 입구

한국 조형물

나비체험장 도로

트레일길 이정표

트레일길 이정표

게스트하우스&리셉션

나비체험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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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센터
면적 : 159 ㎡
내부공간 : 안내데스크, 사무실, 창고, 화장실

다목적 센터
면적 : 480 ㎡
내부공간 : 카페테리아, 주방, 전시/기념품 판매소,
테라스, 기도실, 화장실

리셉션 & 게스트하우스
면적 : 리셉션 108㎡, 6개실 37㎡,
4개실(트윈) 34㎡
내부공간 : 체크인 리셉션, 직원숙소,
비품실, 테라스

생태체험장
면적 : 나비생태관 314㎡, 사무실 63㎡
내부공간 : 나비관찰공간, 사육장,
전시공간, 화장실

트레일길
일반로 1.8km
정글트레일 1.2km
쉼터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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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낙 생태관광센터 안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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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지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단체 뚜낙 베소폭
휴양센터 신축과 더불어 우리나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현지주민,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이 2015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하면서 사업지 인근 뿌줏면 머르딱 마을 주민들은 뚜낙 휴양 생태관광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2017년 5월 서부누사 가라 주 자연보전소의 도움을 받아
자생적으로 주민자치단체를 설립하고 명칭을 뚜낙 베소폭(Tunak Besopoq)이라고 하였다(그림
3-4).

그림 3-4. 김재현 산림청장과 주민단체인 뚜낙 베소폭 회원들의 기념촬영

80명 가량의 뚜낙 베소폭 회원들은 자연보전의 날 행사나 Rock Fishing 페스티벌, 영남대 학생들
의 현장 견학, 개장식과 방문객이 있을 경우 전통 의상을 입고 뚜낙 자연공원을 안내하고, 전통 공연
을 펼치며 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어패류를 이용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생태관광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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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뚜낙 생태관광센터 개장식에서도 뚜낙 베소폭 회원들은 근당 발렉(Gendang Baleq),
뻐레세안(Peresean)등 전통 공연으로 축하행사를 하였고(그림 3-5), 대표회원 3인이 한-인니 뚜낙
휴양생태 사업지에 대한 지지 선언문주)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향후 뚜낙 베소폭이 뚜낙 생태관광
센터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참여형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뚜낙 베소폭(지역자치회)지지 선언문
2018년 3월 6일 뚜낙 베소폭에 동참한 머르딱 마을 주민들은,
1. 뚜낙 자연관광공원 지역을 지키고 보전할 것을 약속한다.
2. 뚜낙 자연관광공원의 관광 인프라와 안전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3. NTB주 자연보전소(BKSDA)와 지방 정부, 군,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뚜낙 자연관광공원의
생태관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다.
작성자 : 뚜낙 매니져(산디카), 뚜낙 베소폭 회장(다마르), 머르딱 이장(방운)

그림 3-5.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 센터 개장식에서 공연하는 뚜낙 베소폭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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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 계획
2018년에는 한인니 산림센터에서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의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로 시설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뚜낙 지역 주민과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산림부와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뚜낙 생태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바. 사업평가 및 기대효과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 또
한 뚜낙지역 해안가의 관광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들과 협력함으로써 모범적인 민관
협력 및 지역 사회 발전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업체와 인도네시아 현
지 업체의 공동 사업을 통해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양국의 산림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10월 5~6일, 산림환경부, 외교부 및 국가사무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롬복 뚜낙에서 열린 ‘한인니 산림센터가 추진하는 양국 산림협력사업
평가 워크숍’에서도 롬복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 사업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니즈에 맞게
잘 진행된 사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그림 3-6). 워크숍에 참석한 니닝 전 산림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은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하는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된 뚜낙 사업은 사업지 주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기반 생태관광 모델
로 발전하여 양국 산림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림 3-6. 한인니 산림센터가 추진하는 양국 산림협력사업 평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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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지 및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개최
(주인니한국대사관＆인도네시아 생명의 숲)

2018년 11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주인니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생명의 숲 주관으로 ‘인도네시
아 이탄지 관리 및 기후변화’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그림 3-7). 이번 워크숍에는 산림
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Hadi Parsaribu 인도네시아 생명의 숲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림 3-7. 이탄지 및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개최

이 워크숍은 중요한 육상생태계의 일부분이자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
도네시아 이탄지의 중요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탄지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 측면에서 현재 진
행 중인 기업의 프로젝트 소개와 더불어 우리나라 산림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협
력 프로젝트 제안 발표가 이루어졌다.
세계 최대의 열대 이탄지 보유국이자,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탄지
관리와 복원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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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에 있어 이탄지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탄지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
다. 다음으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발표를 통해 이탄지 복원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매
핑, 복원계획 및 실행,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탄지 관련 사업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
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수마트라 잠비 지역에 있는 이탄지의 관리 및 복원에 관
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그 실행방법과 효과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림 3-8).

그림 3-8. 이탄지 및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전문가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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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 동정

가. 한인니 산림센터
2018년 제 1차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정기 모임이 5월 10일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김훈 회장을 비롯하여 장윤호 간사, 김영철 한인니 산림센터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
며, 특히 각 기관의 젊은 인턴들과 몇몇 회원들의 가족들도 참석하여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를 띄었다.
참석자들은 한국-인도네시아 양국간 산림협력 현황과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조성 경위 등에 대
한 설명을 듣고, 홍보관•다목적 강당 등 시설물을 둘러보았다. 기 조성된 트레킹 코스를 탐방한 후
현장 토론을 실시하고 전통 간식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Chapter Ⅲ - 임업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소식  127

지난 1월 5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을 방문하여 인도
네시아 초등학교 학생들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행
사에는 설훈 대표단장과 이완영, 정인화, 김현권 의원,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조태영 대사, 김성훈 행정실장,
니닝 환경산림부 양자과장, 안디 영림공사 서부자바 지
청장, 임영석 임무관, 윤경필 산림조합 법인장 및 장윤
호 한국임업진흥원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국간 산림협력 현황 및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 조성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홍보관, 다목
적 강당 등 시설물을 시찰하였다. 그 후 송진채취 시설
과 커피나무 등을 둘러보며 현장 토론 및 전통 간식 시
식 시간을 가졌다.
안디 영림공사 서부자바 지청장 등 인도네시아 측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센툴 모델숲 조성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근 까랑
교 스카우트 학생들과 희망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아 5 공립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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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10월 25일 보고르에서 조림지 벌채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서는
벌채생산량 제고 및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계훈련원 교관을 조림지 벌채
현장에 초빙하여 올바른 벌채 방법 및 안전 관리 교육 등 전문적 기술교육을 실행하였다. 이는 합작
조림계약에 따라 실행해야 할 지역 주민 현장교육 계약사항의 일환으로 이행된 것이다.
교육에는 임업기계훈련원 정의돈 교육2과장을 교관으로 하여, 보고르, 반뜬, 푸르와카르타 및 수
메당 조림지 기계톱 작업자 및 영림공사 현장 관리직원 36명이 대상자로 참석했다. 오전에 기계톱
유지관리, 기계톱 효율성 제고, 기계톱 톱날 연마 및 안전관리 교육 등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
후에는 기계톱 시범과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엔진 출력저하, 기계톱 사용, 작업안전
및 벌목방법 등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법 등을 교육받고 직접 작업해 봄으로써 현장 작
업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조림지 벌채 작업자들이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많은 양의 벌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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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개회식

이론교육

실습교육-1

실습교육-2

실습교육-3

실습교육-4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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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린도그룹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회장 승은호) 사회공헌재단이 강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중
부 술라웨시를 돕기 위해 70억 루피아(한화 약 5억2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현지 교민 언
론인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에 따르면, 사회공헌재단은 10월 11일 오전 인도네시아 적십자사(PMI)
본부에서 PMI와 협약식을 갖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재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
린도 그룹의 주력 제품인 합판 약 11만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8일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
술라웨시섬 팔루 지역에는 6만 7천여 채의 가옥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훨
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린도그룹은 10일부터 합판선적을 시작했으며 11월 초 재난 현장
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에 사용되는 선박 운임비도 사회공헌재단이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승범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겸 그룹 수석부회장, 이순형 사회공헌재단 사무총
장, 기난자르 까르타사스미타 PMI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승범수 수석부회장은 “코린도그룹이 인
도네시아에서 합판으로 건실하게 성장한 만큼, 우리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전달하는 합판이 피해
지역의 재건과 복구에 요긴하게 쓰여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인포스트는 전했다. 재단은 지난 8월 발생된 롬복 지진 때에도 긴급 구호 물품들을 전한 바 있다.

출처: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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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스코대우
포스코대우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12시간 걸리는 파푸
아주 머라우케군 지역에서 고려대 안산병원, 건강한여성재단과 함께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나선 국내 및 현지 의료진 20여명과 포스코대우 파푸아주재 임직원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지역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정형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다.
포스코대우는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팜오일 법인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왔으며, 2016년 이후로는 매년 파푸아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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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 식물원과 산하기관

보고르 식물원(Bogor Botanic Gardens, Kebun Raya Bogor)은 자카르타 남쪽 60km 지점에 위치한
보고르에 있는 식물원으로(그림 4-1), 현재는 인도네시아 과학재단 (Institute of Sciences,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LIPI)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림 4-1. 보고르 식물원 정문과 마스터플랜

가. 식물원 개요
보고르 식물원은 보고르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물원 내에 대통령 궁(Istana Bogor)이 있
다. 식물원이 위치한 보고르 지역은 우기는 물론 건기에도 거의 매일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열대 식물
의 생장에 있어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식물원은 총 87 ha의 면적에 238과 1,389속
4,273종의 목본 및 초본과 23,541점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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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물원의 역사
보고르 식물원은 1817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의해 설립되어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농업 및 원예업 분야의 연구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식물원 구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순다왕국의 Sri Baduga Maharaja 왕 (1474~1513) 때 만들
어진 samida(인공림)의 일부분으로 희귀 수목의 종자 보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16세기 들어 인공림
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던 1744년에 동인도회사가 정원
과 맨션을 만들었고, 1811년 식민지 통치자였던 Stamford Raffles 경이 이를 본인의 거주지로 이용하
면서 정원은 영국 스타일의 정원으로 재조경되었다.
1816년 독일 출신의 식물학자 Caspar Georg Carl Reinwardt가 인도네시아의 농업·예술 및 과학
분야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그는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William Kent 및 영국왕립식물원의 James
Hooper와 협력하여 1817년 5월 18일 공식적으로 식물원을 개장하였다.
이 식물원은 's Lands Plantentuin (국립식물원)으로 불리었으며, 인도네시아 열도 전체에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식물과 종자를 분류하는 일을 하였다. 이 분류 작업은 후임자인 Carl Ludwig Blume
에 의해 1823년에 목록화되었으며, 목록에는 914 개의 식물종이 들어있다.
1830년 네덜란드 식물학자인 Johannes Elias Teijsmann이 보고르 식물원의 큐레이터가 되어 50년
이 넘는 기간 동안 식물원을 개발하였다. 그는 1844년까지 2,800 종 이상의 식물종에 대한 목록을 작
성하였으며, 1852년 찌보다스 지역에 120 ha 규모의 보고르 식물원 산하 식물원을 설립하였다. 1868
년에는 궁정정원에서 식물원이 분리 독립하였다.
그 후 식물원은 더욱 발전하여 생물학 연구를 위한 주도적인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1876년 Rudolph Scheffer는 농업 발전을 위해 보고르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독립적인 식물원을 설립하여,
커피, 고무, 담배, 콩 및 쌀과 같은 작물의 재배를 연구하였다. 1880년 식물원의 책임자가 된 Melchior
Treub는 식물학 실험실(1884년), 동물학 연구소(1894년) 및 해양 연구소(1904년)를 설립하였으며, 식
물원의 면적을 60 ha 규모로 확장했다(1892년). 1927년에는 식물 수집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으로 찔
리웅 강 동쪽으로 면적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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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일본 식민지 시대에 식물원에서 군수용 목재를 벌채하려는 정부의 계획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식물원 책임자인 나카이 다케노신(中井 猛之進) 교수와 식물학자 가네히라(兼平)
의 노력에 의해 무사히 살아남았다.
인도네시아 독립 후에는 농업부에서 식물원을 관리하였다. 1962년에는 식물원과 관련된 모든 연
구기관이 국립생물연구소(Lembaga Biologi Nasional, LBN)의 일부가 되었다. 후에 국립생물연구소
는 생물학 연구 및 개발 센터(Pusat Penelitian Biologi(Puslitbang Biologi)로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 6월 초의 폭풍우로 인해 수령 100년 이상 된 나무와 식물들이 손상을 입었고, 식물원의
정비와 보수를 위해 일주일간 문을 닫기도 하였다.
보고르 식물원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식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의 필수적
인 방문 장소가 되고 있다.

다. 비전과 미션
- 비전: 식물 보전 및 연구, 환경교육 서비스 및 생태관광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식물원 중
하나가 되는 것
- 미션
•식물체의 보전, 연구 및 이용
•식물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식물의 현지외 보전(ex situ conservation) 연구

라.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한 부분
1848년에 서아프리카 오일팜나무의 종자 4개를 받아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동남아시아 지역 오
일팜나무의 모(母)나무로 여겨지며, 여기에서 파생된 많은 자손들이 현재 이 지역 팜오일 산업의 생
장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고르 식물원은 1854년 Cinchona종(키나나무)을 자바 섬에 처음
도입하여, 자바 섬을 말라리아 퇴치제 원료로 쓰이는 키니네의 세계 최대 생산지로 만드는데 기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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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하 기관 소개
1) LIPI 종자보존원

2) 찌보다스 식물원 (Cibodas Botanic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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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뿌르워다디 식물원 (Purwodadi Botanic Gardens)

4) 에까 까리아 식물원(Eka Karya Botanic Gardens,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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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찌비농 과학센터와 식물원(Cibinong Science Center & Botanic Gardens)

<참고> 인도네시아의 식물원 분포 (2017년 12월 기준)

(참고: Joko Ridho Witono, Dian Latifa (2018) Bogor Botanic Gadrdens,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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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 Sadiman - 인도네시아 판
‘나무를 심은 사람’과 인도네시아 식목일

중부 자바에 위치한 워노기리군 달리마을에 사는 사디만 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판 ‘나무를 심은
사람이다주),47). 그는 논과 밭이 대부분 비탈에 위치해 조금만 가물어도 땅이 쩍쩍 갈라지던 달리마
을에서 20년째 나무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무를 심은 사람48)
1953년에 출간된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Jean Giono, 1895~1970)의 소설이다. 주요 내용은 황
량한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알프스 산간에 나무를 심은 노인의 이야기이다.
1913년 오지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물을 찾다가 우연히 양치는 노인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나
게 되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 노인이 3년간 10만 그루의 도토리나무를 심은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자작나무를 심을 것이라는 계획도 알게 된다. 그 후 주인공은 5년간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종전 후 노인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 그 곳에서 그는 울창한 참나
무 숲과 개울가, 벌치는 노인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주인공은 종종 노인을 찾아가고 숲의 비밀
을 친구에게 밝히기도 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황량
했던 그 곳이 풍요로운 마을로 재건된 것을 보여주며 노인의 숭고
한 일생의 결말을 보여준다.
가상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본주의와 생태적 메
시지가 담겨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소설의 여파로 전세계적으
로 나무심기 열풍이 일었으며, 특히 UNEP는 이 소설에서 모티브
를 얻어 2007년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 1년 만에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호응이 좋자 캠페인을 확대하여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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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디만 할아버지가 사는 달리마을은 중부자바와 동부자바 주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라우산 기슭
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규모 벌목과 여러 차례의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건기에는 가뭄이, 우기에는 홍수가 나타났고 마을 주민들은 혹독한 빈곤에
시달려야 했다.
사디만 할아버지는 언덕에 심었던 고무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보고 숲을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물 부족이 심각해지자 고무나무들이 더 이상 고무수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비를 털어 반얀나무 묘목을 사서 언덕에 심기 시작했다. 그는 “지하수
를 빨아먹는 고무나무와는 달리 반얀나무는 지하수를 저장한다. 그래서 더 많은 반얀나무를 심을수
록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뒷산에 나무를 심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
디만 할아버지가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웃고, 그가 심은 묘목을 뽑고 그 자리에 다른 채소를 심
기도 하는 등 방해를 했다. 그러나 사디만 할아버지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묘목을 심었다.
그는 20여 년 동안 황폐했던 산비탈에 몇 그루나 되는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묘목을 심었다.
달리마을을 관할하는 그넹 면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 달리마을 뒷산인 겐돌언덕과 암빵안언덕에
식재된 나무는 반얀나무 4천본을 비롯해 11,000본 이상이 되었다. 가뭄이 든 땅에는 물이 스며들고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2015년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워노기리군 내 30개 면이 심한
물 부족 사태를 겪었으나 달리마을을 포함해 겐들강 주변 일부 마을은 가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 이후 마을 주민들은 물 이용에 있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디만 할아버지를 도와 나무를 심
기 시작했다.
그넹 면사무소장은 “사디만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이다. 수십년 간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마을
이 이제 물이 풍부한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이 지역 초등학교 교장 역시 “사디만 할아버지는 우리
에게 성실, 끈기, 노력의 살아있는 모범이자 큰 꿈을 꾸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사디만 할아버지는 주변 지역에서 물을 풍부하게 쓰려면 겐들언덕과 암빵안언덕에 나무가 2만 그
루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내 정신이 온전한 한 나무심기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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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도네시아판 나무를 심은 사람-사디만 할아버지49)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숲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1월 28일을 식목일(Hari Menanam Pohon Indonesia, HMPI)로, 12월을 식목월(月)
로 지정해 전국가적인 나무심기를 장려하고 있다50). 식목일 지정에 대한 발표 당시 대통령은 국민
들에게 ‘1인 1나무(One Man One Tree, OMOT)’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민 한 사람당 최소 한 그루 이
상의 나무를 심어줄 것을 호소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족자카르타 구눙끼둘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식목일과 식목월을
기념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가꾸어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나무심기와 가꾸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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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무 소개 및 자무 비즈니스 현황

가. 개요
자무(Jamu)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이용된 전통 약제를 말한다52). 주로 자연물, 즉 식물체의
뿌리, 수피, 꽃, 종자, 잎 및 열매와 동물에서 얻어지는 꿀, 로얄젤리, 우유 및 토종달걀 등으로 만들
어지는 생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무를 단순히 식물성 의약품(Herbal medicine)이라고 정의
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고 할 수 있다.
자무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약용식물을 이용하여 고대 자바인의 지식과 미신까지 포함된 전체적
인 접근법(Holistic approach)에 따라 건강을 지키고 신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
태의 처방들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자무의 적용 영역을 세분화해서 의약품, 건강
보조제, 미용재료, 음료 및 체력증진/면역증강제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자무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지만 그 중
에서 자바 섬에 가장 흔하게 존재한다.
Mbok Jamu라고 해서 중년의 자바 여인이
자무가 든 유리병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
니를 등에 짊어지고 이리저리 행상을 다니
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바구니에 자무를
넣어 다니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Jamu
Gendong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길거리 와룽에서 자무를 파는
경우도 많다.
자무는 개인이 만들기도 하지만 대형 공장에서 생산되기도 한다. 액상이 가장 흔한 형태이지만,
뜨거운 물에 넣어 마시는 분말 형태나 알약/캡슐 형태의 자무도 존재한다. 자무 생산 및 판매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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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업체들은 Indonesian Herbal and Tradition Medicine Association(Gabungan Pengusaha Jamu, GP
Jamu)에 가입되어 있다. 오늘날 자무 시장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7,329
만 달러의 해외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자무의 생산은 중부 자바의 족자카르타
및 수라카르타 같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발달했다.
이것은 자무가 왕족들의 권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소비를 했고, 또한 이들 지역 왕궁
도서관에 생약에 대한 오래된 문헌들이 남아있었기 때
문이다. 자바의 전설에 따르면, 끄라똔의 공주와 궁녀
들이 예쁜 것은 자무와 lulur(스크럽제)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궁전 내부나 근처에 거주하면서 왕족의
생애 주기나 병증에 따라 다양한 자무를 상납하고 조치
를 취한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중부자바의 수꼬하르조 (Sukoharjo)는 자무 전
통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증
명하듯 마을 중심에 자무 여인의 동상이 있다. 수꼬하
르조의 Nguter지역은 Mbok Jamu가 시작된 곳으로 알
려져 있다.

나. 자무의 역사
자무는 약 1,300년 전에 마타람 왕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당시에 사용되던 돌절구와 공이
가 중부 자바 Liyangan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보로부두르의 벽면 부조에서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갈거나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고대 자바에 생약·건강
과 관련된 치료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무는 인도의 아유베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인도에는 없는 인도네시아 자생
식물을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서양의학이 유입되면서 자무가 양약(洋藥)에 비해 과학적으로 검증되
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약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집에
서 직접 자무를 만들어먹는 가구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자무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1944년 일제 점
령기 때 인도네시아 자무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후 수십년 동안 자무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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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도네시아 내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전통 의약품이나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무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역시 자무 애호
가로 알려져 있으며, 17년 동안이나 자무를 복용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53).

다. 자무의 원료
(1) 식물성 원료
- 뿌리줄기류 : 생강, Kunyit, Lempuyang, Lengkuas, Temulawak
- 잎 종류 : Brotowali, Sambang, Darah, Secang
- 종자류 : Adas
- 과실류 : Ceplukan, Jeruk Nipis
- 수피류 : Kayu Manis
- 꽃 종류 : Ilang-ilang,Jasmine
(2) 동물성 원료
- 곤충류로부터 : 꿀, 로얄젤리
- 가축 및 유제품 : 우유, 산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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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무 비즈니스 현황
자무 제조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1980~90년대로, 1998년에는 약 700개의 자무 제조사가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중 80여 개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곳이었고, 나
머지는 모두 가내 수공업 정도의 영세한 규모였다54).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자무 생산은 몇몇 큰 기
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로는 Jamu Cap Jago(1918), Jamu Cap Potret Nyonya Meneer(1919), Sido Muncul(1951), Mustika Ratu(1975), Sari Ayu(1979) 및 Borobudur(1979) 등이 있다.
최근 자무 비즈니스는 미용 및 화장품 영역의 제품 비중이 높은데, 이것은 거대 자무 회사들이 중
산층이나 상류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천연화장품이나 피부관리
제품은 대량의 자무 원료가 필요하고 가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무 음료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가에 팔리고 있다. 고급살롱과 스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은 유기농 천연
화장품의 수요 증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에 있어서도 중상류층
이상의 특정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자카르타 무역관에 따르면, 2016년 자
무의 판매실적은 4조 7,600억 루피아(약 3억 5,789만 달러)로 2015년 대비 약 8.6% 증가하였으며 이
는 성인용 건강식품 판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55).

마. 자무의 표준화
아무리 자무가 훌륭한 고대의 비법이나 전통적인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의
해 안정성과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
시아에서는 자무의 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는 ‘자무의 과학화(Jamu Scientification)’라는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험적
증거를 토대로 안정성, 효율성 및 정량성이 검증된 자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인
도네시아의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자무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법률 및 규정 정비, 기반시설 확보 및 자무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이 우
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자무와 관련된 연구기술 개발과 효과 입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보건부 산하의 약용식물 및 전통의약 연구소나 보고르농과대학의 생약연
구소 등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자무의 표준화·과학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이나 연구능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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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gshui - 인도네시아에도 나무와 관련된
풍수가 있다

풍수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풍수(Fengshui)가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나무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정원을 만들거나 집을 꾸미기 위해 나무나 다른 식물을 심을 때 풍
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며 수종의 선택이나 입지 선정 등에 엄격한 법칙이 있기도 하다. 인도네
시아 사람들은 나무가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고, 좋지 않은 풍수 입지를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고 믿는다. 여기서는 나무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풍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무와 집의 관계는 의복과 신체의 관계와 비슷하다. 옷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
호해주듯 나무는 나쁜 기운들을 막아준다. 좋은 나무들은 가정을 번창하게 해주기도 한다. 나무를
선택할 때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모양·색깔·향기는 어떤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겐빌레는 집 앞마당에는 잘 심지 않는
데, 풍수에 따르면 마당에 부겐빌레가 있으면 그 집
에 사는 사람들이 낭비가 심해지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는 속설이 있다. 가시가 있는 나무는 나쁜 기운
을 만든다고 해서 정원에 심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다. 또 나무가 굽었거나 모양이 이상한 것도 풍수적
으로 좋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가 시들었거나 구멍이 생겼거
나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으면 이 역시 풍수에 좋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한다. 포도나무
도 독특한 모양과 그늘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풍수에서는 포도나무가 음(陰)에 속하고 논쟁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여 권장되지 않
는다.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고 싶을 때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심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잎의 모
양과 수고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커다란 잎을 가진 강한 나무는 좋은 기운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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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이 있는 집에서는 사이프러스나무를 심지 않는데, 이것은 사이프러스나무를 심으면
임산부가 쉽게 병을 얻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얀나무도 음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좋지
않아 침실 가까이에는 심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정원에 너무 큰 나무를 심거나 너
무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어지러워 보이기 때문
에 권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나무를
심을수록 운수는 좋다고 하나, 음기가 강한 입지
에 큰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음기가 증가하여 좋지
않다고 한다.
집 옆에 있는 큰 나무는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큰 나무 아래에 집에 있으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양기를 흡수할 수 없다. 마당 정중앙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 나무가 문을 바로 마주하고
있으면 집주인이 병을 얻거나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 현관 앞에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집으로 들
어오는 기운을 둘로 나눠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다고 한다.
나무는 집에 그늘을 주고 나쁜 것들을 가려주며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 정신적으로도
나무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집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여겨진다. 나무는 3, 6, 9 등 3의 배수로 심
어지면 좋지만 문 바로 앞에 심는 것은 기혈을 막아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얼마나 가까이 나무를
심을 것인가는 나무가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고려해보면 된다.
만약 보호받는다고 느끼면 가까이 심으면 되고, 막혀있다고 느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심을
지 시험해 보면 된다. 보통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의 키에 두 배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적당하다. 예를 들어 키가 180센터미터라고 하면 집과 가장 가까운 나뭇가지가 문에서 360센티
미터 정도 떨어질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다.
만약 너무 가까이 나뭇가지가 있으면 일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무를 잘라
야 하는 경우 뿌리와 잔존물까지 완벽히 제거해야 하며,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은 에너지 흐름을 막
아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 이럴 경우 그루터기에 화분을 놓아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자라게 해
준다.
풍수에서는 집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을 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많
다. 파키라(Pachira)라 불리는 돈나무(pohon uang)는 집에 돈을 불러들인다고 하며, Lidar mertua라

Chapter Ⅳ - 인도네시아 산림문화 알기  149

고 불리는 산세베리아는 나쁜 기운을 흡수한다고 여겨진다. 난(anggrek)은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연꽃은 가정에 조화와 평화를 준다. 우리나라의 금귤과 비슷한 jeruk emas는 특히 화교들 사이
에서 “hoki(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미(mawar)도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고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는 풍수에 대한 온라인 센터(http://www.klikfengshui.com)도 있어서 풍수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https://jururamal.com/feng-shui-pohon/
https://interinoz.com/2018/08/25/tanaman-pembawa-keberuntungan-feng-s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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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이해 (기고문)
이 희 수 교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예수와 무함마드
오늘의 첫 이야기는 예수와 무함마드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600여 년이라는 시간차이로 실제
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신학적으로는 만납니다. 무함마드가 생전에 예루살렘으로 꿈속의 여행(Isra,
이스라)을 한 다음 예루살렘에서 승천(Miraj, 미라즈)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슬람의 전승에 따르면

하늘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가 아담, 세례 요한, 요셉, 아론, 모세, 아브라
함, 예수를 만납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런 사실을 믿고 있으며 신학적으로는 두 분이 매우 가깝게
만납니다.
예수의 모습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수의 성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
에 가장 익숙한 예수의 모습은 금발 머리에 파란 눈,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성 소피
아 성당에 그려진 예수의 모습은 다릅니다. 또한 그리스 정교와 러시아 정교에서 사용하는 예수 그
림에는 그리스풍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이 모시는 예수의 모습은 다분히
아랍적인 얼굴입니다.

2001년 영국 BBC에서 <신의 아들Son of God>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
리즈의 마지막 장면이 법의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리차드 니브 박사가 추정하는 ‘예수의 실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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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서 도로 공사 중 1세기 때의 유대인
두개골이 무더기로 발굴됐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선별
해서 법의학과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복원한 얼굴입니다. 예수
의 얼굴이라고 특정할 순 없겠지만, 1세기 때 유대인의 보편적인
얼굴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도 초기에는 달랐습니다. 원 안에 친근하고 따뜻하
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종의 문
양처럼 생겼던 것이 유럽의 고딕과 만나서 뾰족하고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딕이란 게 하늘로 솟아오르잖아요.
인간을 떠나 신을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 십자가도 긴 장방형으로 바뀝니다. 지금도 이
집트 알렉산드리아나 시리아 안티오크, 터키 소아시아 지역 같은 곳에 가 보면 초기 십자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슬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의 성화와 십자가 설명으로 빠지는가? 의아
해하실 테지만 예수도 이슬람에서 엄청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두 종교의 차이점과 다른 점을 차근
차근 살펴볼까요?

*꾸란이 말하는 알라와 하느님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느님의 아랍어 표기가 알라입니다. 기독교의 하느님
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편견 없이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
들이 판단하십시오.
꾸란에서 알라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알라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둘째,
알라는 절대자이십니다. 셋째, 알라는 유일하십니다. 넷째, 알라는 삼라만상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느님과 뭐가 다른가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세상에 하느님이 두 분 있을 순
없잖아요. 같은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구원의 방식과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관점,
즉 신앙적 차원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아랍인 기독교도들도 하느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2천 년간 아랍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
온 모든 아랍 기독교도들이 하느님을 알라라고 부르는데, 그들보다 훨씬 늦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
들인 바깥쪽 사람들이 알라와 하느님은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모순이겠죠? 아랍어판 성경에
서도 거의 대부분의 판본에 하느님을 ‘알라’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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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옛날에 예수회 신부들이 많이 들어
왔고 말라카 쪽은 포르투갈과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독교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착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성경을 말레이어로 번역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느님과 주님을 모두 알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을 믿던 말레이시
아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주님도 알라라고 하니 무슬림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나서
기독교에 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법원이
선교는 자유롭게 하되 성경의 ‘알라’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슬림들
이 막 흔들리니까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독교의 하느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용어 자체도 같고, 존재 자체도 같습니다. 그
러나 하느님을 품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
름을 강조해 왔다면 같음도 알아야 다름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영어로는 대문자 God,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릅니
다. 중국말로는 천주天主, 상제上帝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버린 유대교와 유럽과의 갈등
그럼 같은 신을 섬기는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유대교에서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
세의 출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볼 때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구
약까지는 이들 세 종교가 성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종교가 나누어진 결정적 신학 논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하느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내려온 메시아라
고 인정하지 않고 혹세무민한 위선자 사기꾼으로 보고 그 가지를 잘라 냈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만이 하느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데, 예수께서 오셔서 만민 평등과 보편 구원의 새로운 메시지를 주면서 포교활동을 하였기 때문입
니다. 결국 그 분을 억압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유대교는 기독교와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적대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하면서 유대인 상당수가 로마로 끌려갑니다. 이들은 나라 없
는 유랑 생활을 경험하면서 기독교 유럽 사회로부터 지독한 민족적 차별과 종교적 박해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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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게 바로 안티 세미티즘Anti-Semitism, 즉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됩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유
럽인이 갖고 있던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가 바탕이 되고, 이것이 히틀러라는 한 파시스트적인 인물
에 의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에 대해 유럽인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
다. 침묵, 방관하는 공범자 역할을 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오늘날 유럽인들이 유대인에 대해 원죄 의식과 지울 수 없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UN 안보리 결의안을 제멋대로 무시해도, 팔레
스타인 점령지에 세운 분리 장벽을 허물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와도, 이스라엘은 막
무가내로 버티며 세상을 우롱합니다.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제재는커녕 이스라엘에게 네가 잘못했
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반대 두 표가 어딘지는 아시죠?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 저자 소개: 이
 희수, 한국 외대를 졸업하고 터키 이스탄불 대학에서 중동 역사와 이슬람
문화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및 박물관장이
다.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이슬람과 한국문화>, <쿠쉬나메>등 60여권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 이 글은 저자 이희수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프레시안 인문학습원에서 진행
한 강의 <이슬람 학교> 강의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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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NDO GROUP

jungsy@korindo.co.id  

회원

조영래 사장

PT NEW DUTA MAS
ARYALESTARI

mrchoyr@gmail.com  

회원

한상재 사장

NNE(자연과환경)

rindualamhan@gmail.com  

회원

이현우 이사

PT Inko Sky Cable

virtual-ra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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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부 DG, Director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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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ktorat
Jenderal)

원
(DG급: Ba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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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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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M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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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M졸

3

유역·보호림 통제국
Pengendalian Daerah Aliran Sungai dan Hutan Lindung
(Dr.lr. Ida Bagus Putera Parthama, M.Sc.)

UGM졸
힌두교

4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국
Pengelolaan Hutan Produksi Lestari
(Dr.lr. Hilman Nugroho, M.P.)

UGM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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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졸

6

쓰레기·산업폐기물·유독성물질 관리국
Pengelolaan Sampah, Limbah dan Bahan Beracun Berbahaya
(Rosa Vivien Ratnawati, SH MSD.)

-

7

기후변화 대응국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Dr. Ir. Ruandha Agung Sugardiman, M.S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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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B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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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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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B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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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B졸

1

중앙·지방기관 간 관계 전문위원
Bidang Hubungan Antar Lembaga Pusat
(Prof. Dr. Ir. Winarni D Monoarfa MS)

UnHa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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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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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원경제부문 전문위원
Bidang Ekonomi Sumber Daya Alam
(Ir. Laksmi Wijayanti, MCP.)

-

5

식량부문 전문위원
Bidang Pangan
(공석)

-

* 국(DG) 13개 + 장관 정책자문관(DG급) 5개

UGM졸

-

UGM졸

Perumahan Citra Grand Blok E. 3 No. 11 Jl. Alternatif Cibubur
Cileungsi, Bekasi Tlp. Rm. (021) 8447350
Tlp. Kantor (021) 5733039, 5700232, 5730188
Jl. Kalisari III Perumahan Sawit (Jl. Sawit III No. 4 ) RT. 013 RW
010, Kel Kalisari, Pasar Rebo – Jakarta Timur.
Jl. Penjernihan I No. 15 Pejompongan Jakarta Pusat Tlp 0215736820
Jl. Ranco Indah Dalam No. 22 Rt. 06/02 Tanjung Barat Kec.
Jagakarsa Jaksel
Jl. Bogin A-1 Budi Agung Sukadamai, Tanah Sareal Bogor
Blok I Lantai 5 Tlp. (021) 5732721, 5730240
Jl. Pancoran Indah III No. 21 Komplek Liga Mas Indah, Pancoran
Jaksel
Jl. Azalea Raya Blom 49/69 Griya Cinere ,Depok

Jl. Hegarmanah IV No. 25
Gunung Batu – Bo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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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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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Ir. Hilman Nugroho, M.P
Director General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Dr. Ir. Ida Bagus Putera Parthama,
M.Sc
Director General of Watershed and
Protection Forest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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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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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r. Ruandha Agung Sugardiman,
M.Sc.
Director General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2

3

4

5

6

7

8

Home address

Dr.Ir. Bambang Hendroyono, MM
Secretary General

Name and Position

1

No.

(Director Generals and Directors Level)

Mobile Phone

+6281399112007

+628161944958

+628129327408

+6281288077162

+628128106222

+628126078610

+62818180949

List of the Senior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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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Jl. Tebet Barat II No. 12 Jakarta – 12810
K. Blok IV Lt. 4 Tlp/fax 57902925
R. Apartemen Rasuna Tower 10 Taman
Palem No. 1015 D Kuningan Jak-Sel K. Blok I Lantai 3
Jl. Nangka IV No. 36 Jatibening II Pondok Gede, Bekasi Tlp. (021)
84972737
R. Jl Plamboyan I No. 9 Puri Beta Larangan
Ciledug, Tangerang
K. Blok I L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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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r.Ilyas Assad, MP. MH.
Inspect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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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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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Dr.Ir. Winarni D. Monoarfa, M.S.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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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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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Laksmi Wijayanti, M.Cp.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Natural Resources Economy

(Vacant)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Food

10

11

12

1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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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er’s Senior Advisers

Jl. Gurame No. 6, Cimanggu Perikanan - Bo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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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28139606933

+628129199192

+6281316597543

+628121924334

+628111111790
+6281648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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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lek Buncit Indah Jl. Mimosa V No. K-4 Pejaten, Jaksel Tlp
(021) 7973143
Bulak Kapal Permai Blok AG 4 No. 71 Bekasi Timur Tlp (021)
8834055
Jl. Raya Taman Cimanggu No.5 Rt.003/001 Gg. Arwana Kedung
Waringin, Tanah Sareal , Bogor Tlp. (0251) 8387676

Jl. Nilam II No. 123 Rt. 02/10 Kranggan Kulon, Jatiraden,
Jatisampurna, Bekasi
Jl. Tawal 36 Rt. 001/005 Kel. Bubulak, Kec. Bogor Barat
Kotamadya Bogor.
Taman Cimanggu Jl. Tanjung VII/16 Rt. 03 Rw.12 Bo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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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 Maman Kusnandar, MM
Director of Finance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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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ant)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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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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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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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Ir. Mahfudz, MP.
Director of the Center for Data and
Information

Ir. Sudirman, MM
Director of the Center for Policy
Analysis

4

5

6

7

8

9

10

1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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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r. Ayu Dewi Utari, MSi.
Director of Planning Burea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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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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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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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cretariat General

+6281328364479

+6287875453678

+6281375633330

+628129217770

+62815640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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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r. Suhaeri, B.SC.F, M.Si
Inspector III

Drs. Muhammad Yunus, M.Si.
Inspector IV

Drs. Tri Bangun Laksan
Inspector of Investigation

(Vacant)
Secretary of the DG of Forestry Planning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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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ant)
Director of Inventory and monitoring Forest Resources

(Vacant)
Director of Designa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Vacant)
Director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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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6

1

2

3

4

5

6

Villa Bintaro Indah B XI/6 Cipu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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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 of Forest Planning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628161181801

+628129421431

+628161386920

Ir. Sumarto, MM
Inspector II

3
Komplek IPB Sindang Barang Jl. Icarus Blok I No. 5 Rt.03/04
Ceherang Dramaga, Bogor Tlp. (0251) 8621912

+62811884495

Ir. Irmansyah Rachma
Inspector I

+628168661681
+62813845395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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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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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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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Listya Kusuma Wardhani, M.Sc
Director of Planning and Information for Nature
Conservation and Ecosystem

(Vacant)
Director of Conservation Area

Drh. Indra Exploitasia, M.Si.
Director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r. Dody Wahyu Karyanto, MM
Director of Environmental Services of Conservation
Area

Ir. Tandya Tjahjana, M.Si.
Director of Management of Essential Ecosystem
Management

2

3

4

5

6

Pulomas Barat VI Rt.012 Rw.011 No.79 Jakarta Timur Tlp.
(021) 4718723
Pondok Blok H No.17 Rt.003 Rw. 007 Condong Catur, Depok,
Sleman
Bumi Menteng Asri Blok AQ No.5, Bogor
(0251) 8319743
Jl. Hanoman No. 12 Perumahan Indraprasta I Bogor Utara Tlp.
(0251) 8382681

(Vacant)
Director of Planning and Evaluation of Watershed
Controlling

Dr. Ir. Muhamad Firman, M.For,Sc
Director of water and Soi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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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Hargyono, M.Sc.
Director of Protection Forest Management Unit

Ir. Sakti Hadengganan, M.For.Sc.
Director of Controlling of Inland Water Degradation

2

3

4

5

6

Kota Delta Mas Cikarang
Cluster Roosvile Blok H 19, Bekasi

Ir. Yuliarto Joko Putranto, M.AP
Secretary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Watershed and
Protection Forest Controlling

1

DG of Watershed and Protection Forest Controlling

Blok E.2 No. 19 Rt, 002/013 Kel. Tegal Gundil Kec. Bogor
U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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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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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G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Ecosystem

+6281398643663

+6281373227848
+628119343777

+6281144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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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mahan Taman Cibalagung Jl. Dahlia II, Blok K-5 Rt. 04
Rw. 05 Bogor, Jabar
Sibad Residence Sindang Barang Jero (SBJ) B.2/7 Bogor
R. PM
K. Blok I Lt. 11 Tlp (021) 5730379 Ext.207/379
Perumahan Gema Pesona Blok K. No. 10 Jl. Tole Iskandar No.
45, Depok Tlp. (021) 778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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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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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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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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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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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Sri Parwati Murwani Budiastuti, MSc.
Director of Controlling of Peatland Area

Ir. Dida Magfar Ridha, M.Si.
Director of Controlling of Pollution and Coastal
Environmental Damage

(Vacant)
Director of Water Pollution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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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 Dasrul, MM. ME, MH
Director of Air Pollution Controlling

1

2

3

4

5

6

Perum Saung Gintung Blok E/10 Ciputat Tangerang Tlp. 02174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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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6281152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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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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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28159261415

+628176642551

+628128706610

+62811120555

+6281514022610

+6281362356777

Ir. Misran, MM
Secretary Directorate General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1

DG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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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H. Soleh I, No. 12 A RT 10/02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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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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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Achmad Gunawan Widjaksono, MAS
Director of Verification of Toxic and Non-Toxic
Materials Management

(Vacant)
Director of Recovery Contamination and Emergency
Response to Toxic Materials

3

4

5

6

+62811106682

Jl. Merpati No. 32 Menteng Dalam Tebet, Jaksel
Cita Grand Cluster Green Valey Blok 1-3 No 2 Cibubur, Jaktim

Taman Galaksi Indah I Blok C4 No. 251, Bekasi
Jl. Pulo Asem IV No. 27 Rt. 15 Rw. 01 Kel. Jati Pulau
Gadung, Jaktim 021-47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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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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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Drs. Ignatius Wahyu Marjaka, M.Eng.
Director of Sector and Regional Resources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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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Ir. Joko Prihatno, M.M
Director of Inventory,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Green House Gas

2

3

4

5

6

+6285754450111

+6281585302888

+628126048482

+6281173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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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164835009

+62811949519

1

DG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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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Novrizal, ST. MSi.
Director of Waste Manage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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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 Sayid Muhadhar, MSi.
Secretary Directorate General of Management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1

DG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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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Raya Laldon No.18 Pagelaran Ciomas Bogor

Jl. Pesanggrahan No. 88, Jakarta Barat

Komplek DKI Baru Blok A Nomor 27
Jalan Sunter Jaya I, Jakarta Utara

Ir. Muhammad Said, MM
Director of Conflict Resolution

Ir. Bagus Herudojo Tjiptono, MP.
Director of Development of Social Forestry Business
and Customary Forest

Dra. Jo Kumala Dewi, M.Sc
Director of Environmental Partnership

Ir. Kemal Amas, M.Sc
Secretary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Law
Enforcement for Environment and Forestry

Dr.Drs. Sugeng Priyanto, M.Si.
Director of Complain, Controlling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

Jasmin Ragil Utomo, SH, M.M
Director of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r. Sustyo Iriyono, M.Si
Director of Prevention and Security of Forest

Yazid Nurhuda SH, MA
Director of Law Enforcement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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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 Tridaya II Blok C. 10 No. 5 Desa Sumber Jaya Tambun
Selatan, Jabar

Jl. Tebet Barat VII/ 27 Jakarta Selatan

DG of Law Enforcement on Forestry and Environment

+628121051514

Jl. Ikarus Blok I No.5
Komplek IPB II Sindangbarang, Bogor
(0251) 8621912

Ir. Erna Rosdiana, M.Si
Director of Area Preparation for Social Forestry

2

+6282113880397

+6281387194646

+62811960702

+6281536843602

+628121109277

+6282122570187
+6281514346397

Jl. Taman 3 No. 96 Blok E Jatimulya, Bekasi Timur Tlp 0218220458

Dr. Ir. Apik Karyana, M.Sc
Secretary Directorate General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1

DG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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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Mariana Lubis, MM
Director of Forestry Extension Agency

Drs. Ade Palguna Ruteka
Director of Human Resources Planning and
Development

(Vacant)
Director of The Center Forestry Education and Training

Cicilia Sulastri, SH, M.Si
Director of Community Training Center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Generation

2

3

4

5

Bogor Raya Golf Estate
Blok H1 Nomor 4-5, Bogor
Perumahan Bogor Baru Blok D 8 Tegallega, Bogor Tlp (0251)
8359189
Jl. Kebon Kacang 33 No.5
Tanah Abang, Jakarta Pusat 10240
(021) 319261031

Dr. Ir. Krisfianti Linda Ginoga, M.Sc
Director of the Center for Forest Research and
Development

Dr. Ir. Dwi Sudharto, M.Si
Director of the Center for Forest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Dr. Ir. Syaiful Anwar, M.Sc
Head of Foerda Socio-Economic, Policy and Climate
Change

Ir. Herman Hermawan, MM
Head of Foerda Quality and Environmental Laboratory

2

3

4

5

※ 2018년 12월 1일 업데이트

Jl. Pintu Air II No. 55
RT 027/08 Gandul, Depok

Dr. Ir. Sylvana Ratina, M.Si
Secretary of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gency

1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gency (Foerda)

Ir. Sudayatna, MSc.
Secretary of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1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62815110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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