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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조림투자, 연구협력, 산림개발, 산림보호·보전, 인력배양에 이르기까지 산림협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인니 산림센터는 양국간 산림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1일 인도네시
아 산림부 청사(現 환경산림부)내에 개소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산림을 이용한 기
후변화 대응, 선진 양묘기술 보급, 생태관광 진흥, 인니 진출 한국 임업기업 지원, 양국 산
림인재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인니 산림센터는 현실적인 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유용한 산림정보를 전해드리고자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지를
발간했으며, 올해로 제6호 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지는 임업
현장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인니 임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본 호에서는 인니 산림분야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인도네시아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임업공사(Inhutani)에 대한
심층분석’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제2기 조코위 정부 하에서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사회
방면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지는 앞으로도 현
장에 계신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더욱 유익한 정보를 담는 소식지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임업동향지 발간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주인니대한민국대사관의
김창범 대사님과 임영석 前임무관님, 이준산 임무관님,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의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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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산림조합중앙회 유재준 법인장님, 임업진흥원의 홍정표 법인장님께서 조언과 격려를 아
끼지 않으신 덕분에, 본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지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영림
공사와 임업공사 심층분석에 큰 도움을 주신 코린도 그룹 관계자분들과 본지 발간을 위해
원고 수집과 편집 등에 수고한 이영주 행정실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향지가 인도네시아 임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임업동향지가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한-인니 산림센터 센터장

이 성 길

목·차

Chapter I

2019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동향
1. 정치 분야

18

가. 2기 조코위 정부 순항할까?
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대국으로의 꿈
2. 경제 분야

25

   가.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2020
   나. 인도네시아, 2025년 동남아 최대 디지털 경제국가로 성장 전망
   다.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3. 사회·문화 분야
   가. 인도네시아 테러 양상 변화

40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Chapter Ⅱ 2019년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1. 인도네시아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임업공사(Inhutani)

48

집중분석 보고서
2. 인도네시아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162

3.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산주협회 발표자료(영문)

166

4.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팜오일협회 발표자료(영문)

172

5. 잠비주 이탄지 복원 사업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184

6. 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 재임 5년 사진첩 발간

194

7. 조코 위도도 2기 내각 환경산림부 장관 및 차관 소개

198

8. 2019년 인도네시아 산불동향

202

9. 인턴이 선정한 인도네시아 2019 산림관련 검색어 TOP5

204

목·차

Chapter Ⅲ 임업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소식
1. 센툴생태교육모델숲 신축 다리개설

244

2.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 및 NTB 주지사, 롬복 뚜낙

246

산림휴양ㆍ생태관광 사업지 방문
3. 룸핀, 센툴 One Day Outdoor Learning : 양묘 및 나무심기 교육 프로그램 250
4. 기관ㆍ기업 동정

254

가.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소식
나. 한국임업진흥원 ’19년 인도네시아 해외조림 선진기지 기업연수 개최
다. 코린도 그룹, 남부 할마헤라 지진 피해 구호 활동
라.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농장, 친환경 국제 인증(RSPO) 획득
5. 임무관 회고

262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Chapter Ⅳ 인도네시아 알기
1.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인적자원개발원 소속 국립 임업고교

272

2. 인도네시아 도시 녹화 식물

276

3. 이슬람의 이해 (기고문)

282

목·차

Chapter Ⅴ 부록
1. 산림바이오에너지 협의회 회원 목록

296

2. 환경산림부 DG 현황 / DG, Director 명단

298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목·차

표 목록
표 1 - 1 .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실적치 및 주요 기관별 전망

26

표 2 - 1 . 2017년 인도네시아 토지 용도 구분

48

표 2 - 2 . 년도별 인도네시아 산림 사업 허가 면적과 수

50

표 2 - 3 . 영림공사 산림 경영 단위(KPH) 수

57

표 2 - 4 . 영림공사 자회사

57

표 2 - 5 . 영림공사(위)와 임업공사를 포함한 영림공사 자회사(아래) 직원 수

58

표 2 - 6 . 영림공사 목가공 시설

59

표 2 - 7 . 영림공사 송진/테레핀 공장

59

표 2 - 8 . 영림공사 사업지 유형별 구분

62

표 2 - 9 . 임업공사 I~V 사업지 위치(州별)

63

표2-10. 영림공사 생산 실적(2013-2017)

68

표2-11. 임업공사Ⅰ생산 실적(2013-2017p)

71

표2-12. 임업공사Ⅱ생산 실적(2014-2018)

74

표2-13. 임업공사Ⅲ생산 실적(2014-2018)

75

표2-14. 임업공사 IV 생산 실적(2012-2016)

77

표2-15. 임업공사 V 생산 실적(2014-2018)

79

표2-16.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거시적 환경 분석

81

표2-17. 인도네시아의 상대적 실업률

82

표2-18. 목재 전방산업 관련 영림공사의 전망

85

표2-19.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와해적 경향

89

표2-20. 영림공사 그룹 투자 전략에 따른 사업 분야 구분

99

표2-21. 영림공사 그룹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 전략 사업 집중과 철회 고려 사업

99

표2-22. 투자 전략 이행 전제 조건

101

표2-23. 후방산업을 위한 이행 전제 조건

102

표2-24. 전방산업을 위한 이행 전제 조건

103

표2-25. 영림공사 코펄 제품 사양

114

표2-26. 프로그램

186

표 3 - 1 . 10개 우선관광지역 리스트

248

목·차

그림 목록
그림 1 - 1 .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각료들이 지난 11월 15일 수마트라섬
횡단고속도로 일부 구간 개통식에서 새로 뚫린 도로를 걷고 있다.

18

그림 1 - 2 .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내각

20

그림 1 - 3 . 아세안익스프레스=데일리인도네시아

21

그림 1 - 4 . 환율은 2013년 1월 환율을 100 기준으로 변화율 계산

28

그림 1 - 5 . 구글과 테마섹이 2019년 10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2019 :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1천억 달러’라는 제목의 보고서

29

그림 1 - 6 . 구글과 테마섹이 2019년 10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2019 :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1천억 달러’라는 제목의 보고서

30

그림 1 - 7 . 교육문화부 장관이 된 나딤 마까림 고젝 설립자

34

그림 1 - 8 . 고젝 제공 기본 서비스

35

그림 1 - 9 . 부까라빡 웹사이트

36

그림 1-10.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의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또 루가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CEPA) 실질 타결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고 있다.
37
그림 1-11. 위란또 전 정치안보조정장관

40

그림 1-12. 연합뉴스=데일리인도네시아

42

그림 1-13. 연합TV 캡쳐

44

그림 2 - 1 .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주요 사업장 위치

53

그림 2 - 2 . 전통적인 영림공사/임업공사 운영 사업 분야

54

그림 2 - 3 . 영림공사 그룹 조직도(2018년)

56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그림 2 - 4 . Figure 1 산림 구획에 따른 영림공사(Perum Perhutani) 사업지 구분

61

그림 2 - 5 . 영림공사 재무 실적(2014-2018)

66

그림 2 - 6 . 소나무 수액 채취 모습, 영림공사의 Pemalang 송진/테레핀 공장,
                        가공된 송진

67

그림 2 - 7 . 임업공사 I 재무 실적(2013-2017p)

70

그림 2 - 8 . 임업공사 II 재무 실적(2014-2018)

72

그림 2 - 9 . 임업공사 II 2018년 사업별 매출기여도

73

그림 2-10. 임업공사 II의 고무 조림지(왼쪽)와 생산한 고무

74

그림 2-11. 임업공사 III 재무 실적(2014-2018)

75

그림 2-12. 임업공사 IV 재무 실적(2012-2016)

77

그림 2-13. 임업공사 V 재무 실적(2012-2018)

79

그림 2-14. 인도네시아 원목 시장(2016-2021)

84

그림 2-15. 인도네시아 원목 시장 및 영림공사 원목 가격(2012-2016)

84

그림 2-16. 글로벌 송진&테레핀 시장 전망

86

그림 2-17. 인도네시아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시장

86

그림 2-18. 인도네시아 천연 고무 수액 시장(2013-2021)

87

그림 2-19. 인도네시아의 3대 식량자급 작물(쌀, 옥수수, 사탕수수)의 수요와 공급

88

그림 2-20. 글로벌 산림 산업 분야의 정보 기술 혁신

90

그림 2-21. IKEA의 전략적 플랫폼

93

그림 2-22. IKEA의 공급자 상호 작용 체계

94

그림 2-23. 좌) Cikole Jayagiri 리조트, 우) Kawah Putih 관광지

96

그림 2-24. 영림공사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포지션 분석

98

그림 2-25. 영림공사 사업 리스크 분석

104

목·차

그림 2-26. 영림공사의 혼농임업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체계

108

그림 2-27. 혼농임업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109

그림 2-28. 2017년 인도네시아 주(州)별 인구 밀도 (명/㎢)

125

그림 2-29. 최근 10년 고무 가격 현황(Rubber(Asia), RSS3 grade, SICOM)

127

그림 3 - 1 . 센툴생태교육모델숲 신축다리 개설 사진첩 (2019. 6. 27.)

245

그림 3 - 2 . 롬복 뚜낙 베소폭 전통 환영식

246

그림 3 - 3 . 뚜낙 생태관광센터 시설물 점검

247

그림 3 - 4 . 뚜낙 베소폭 역량강화 워크숍후 기념 촬영

248

그림 3 - 5 . 룸핀, 센툴 One Day Outdoor Learning
                    : 양묘 및 나무심기 교육 프로그램 사진첩

251

그림 3 - 6 . 주간지 아그로인도네시아 신문기사 보도

252

그림 3 - 7 . 산주협회 및 팜오일협회 발표, 질의응답후 기념촬영

254

그림 3 - 8 . 2019년 11월 5일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사진첩

255

그림 3 - 9 . 지진 피해 사진

256

그림 3-10.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건축 자재 지원

257

그림 3-11. <1963년 국무회의 자료, 80페이지분량 자료에는 당시
                       산림협정서 및 다양한 현황조사 자료가 있다>

263

그림 3-12. <외교 의전은 힘이든만큼 성과가 보여지는 의미있는 일이다>

264

그림 3-13. <NTB주지사, 김창범 대사와 함께 한인니산림센터의 역작,
                        롬복산림휴양센터 방문>

265

그림 3-14. <빵깔란분 조림현장, 김재현 산림청장(좌) 김창범 대사(중앙)>

266

그림 3-15. <병해충 피해 임지에 산불이 휩쓸고 갔지만,
                       나무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

266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그림 3-16. <2019년 약 5개월간 건기가 이어지는 동안,
                      잠비에서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웠다 한다.>

267

그림 3-17. <인니 동쪽 끝, 기회의 땅>

267

그림 3-18. <전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물성기름 사용 급증,
                      팜오일 논쟁은 옳고 그름도 중요하나, 인류 생존도 함께 고민
                      해야할 숙제이다>

268

그림 4 - 1 .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리는 모습

286

1. 정치 분야
가. 2기 조코위 정부 순항할까?
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대국으로의 꿈

2. 경제 분야
가.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2020
나. 인도네시아, 2025년 동남아 최대 디지털 경제국가로
성장 전망
다.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3. 사회·문화 분야
가. 인도네시아 테러 양상 변화

2019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동향

2019년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동향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9년 통권 6호 -

Chapter I

18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9년 통권 6호

정치

2기 조코위 정부 순항할까?

최우선 과제는 정국 안정을 통한 경제 성장
인프라 건설과 새 행정수도 이전 등 토목사업에 중점

그림 1-1.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각료들이 지난 11월 15일 수마트라섬 횡단고속도로 일부 구간 개통식에서
새로 뚫린 도로를 걷고 있다. (출처: 조코 위도도 대통령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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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승리해 지난 10월 20일 재취임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신임 장관 38
명을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집권 2기 임기를 천명했다. 두 번째 임기 첫 내각 구성은 파격적이다. 대
선에서 두 차례 맞섰던 정적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를 국방장관에 임명해 '결단'이
라는 평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쁘라보워의 선택은 인도네시아공화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가 기본이념으로 받들고 있는 ‘다양
성 속의 통일성’(Bhinneka Tunggal Ika)을 실현한 협치(協治)를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받는 한편, 합
의를 통한 국가권력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 인권단체들은 쁘라보워가
1997~1998년에 특전사 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납치돼 실종된 민주 인사와 대학생 13명의 신원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1970년대 동띠모르 내란 진압 작전에 연루된 혐의 등 인권 유린 행적이
있다고 반발했다.
2기 조코위 정부는 국정 과제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인적 자원 개발 △투자 문호 개방을 통
한 경제발전 △자원 의존적 산업에서 제조업과 디지털경제로 전환 △관료 개혁 등을 선정해, 1기 조
코위 정부가 추진했던 기존 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며 조코위노믹스(조코위 경제정책)
실현을 꿈꾸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를 경제수도로 남겨두고 행정수도를 동부칼리만탄주로 이전하
기로 결정했고, 이를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쁘라보워 총재의 지지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조코위 정부의 핵심과제인 수도 이전은 2020년에 착공해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취임식에서 “우리의 꿈은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빈곤율
0%에 근접한 세계 5위 경제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악화한 탓에 매년 5% 이상 성장하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헤쳐나갈 과제
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5.0%
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초에 세계은행도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5%로 둔화할 수 있다고 전
망했다. 앞서 9월에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저하 등 요인으로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4.9%
로 낮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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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큰 변동 없이 경제 성장을 집권 2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인프라 개
발과 자원의존산업에서 제조업과 디지털경제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조코위노믹스’를 일관성 있
게 유지할 전망이다. 먼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열악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지
속적으로 확충하고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2기 조코위 내각에 합류한 장관들 가운데 젊은 사업가들이 눈에 띈다. 35세인 온라인 차량호출업
체 고젝(Go-jek)의 창업자 나딤 마까림을 교육문화부 장관에, 위스누따마(43) NET 미디어그룹 대
표를 관광ㆍ창조경제부 장관에, 에릭 또히르(49) 마하까 미디어그룹 대표를 국영기업부 장관에 임
명한 것은 경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코위노믹스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관료주의가 큰 걸림돌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기 때부터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가 미미
하다는 평가다. 최근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
하고 있지만, 차선책을 인도네시아가 아닌 베트남으로 꼽았다”며 “이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
가 낮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정부가 5% 이상의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투자
자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법 개혁 등을 실현해 중국에서 이탈하는 투자를 유치해야, 포스트
차이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림 1-2.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내각 (출처: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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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대국으로의 꿈

그림 1-3. 아세안익스프레스=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대국을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칼리만
탄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4월 대선에 승리해 연임이 확정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
도네시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도네시아 군도 중심에 위치한 칼리만탄섬에 수도를 옮기겠다고 수
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어 지난 6월 28일 동부칼리만탄주 발릭빠빤 인근에 있는 2개 군에 행
정수도를 확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경제 대국으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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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지 등은 글로벌 컨설팅회사들이 인도네시아가 2030년에 세계 7대, 2050년에 세계 5대 경제 대
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재취임식에서 “우리
의 꿈은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빈곤율 0%에 근접한 세계 5위 경제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이
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자카르타 도시 문제와 자바섬 서부에 집중된 경제개발로는
경제대국으로 가는데 충분한 동력을 얻기 힘들다

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가?
수도 이전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카르타가 수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반침하, 심각
한 수질과 대기 오염, 교통 인프라 부족,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경제력 편중 등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상수도 보급률이 60%에 불과한 자카르타에서는 기업과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개발해 지
반이 매년 평균 7.5cm씩 내려앉고 있으며,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재 자카르타 전체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고, 오는 2050년에는 저지대 비율이
90%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방조제를 쌓아 물난리는 막을 수 있지만, 지반침하가
계속된다면 도로 균열, 건물 붕괴, 수도관과 가스관 등 인프라 시설 파괴가 불 보듯 뻔하다.
국가개발기획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60%가량인 1억6천만 명이 본섬인 자바섬에 거주
하고 있고, GDP의 3분의 2를 자바섬이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자바섬의 산업시설은 주로 자카르타
를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을 위
해 수도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 1천만 인구의 자카르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1천만 명가량의 유동인구로 과포화상태가 돼 차량 운행속도가 평균 시속 10Km 이하로 떨
어지는 교통지옥으로 변한다. 자카르타의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억 달러이
며, 대기오염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홍수, 지진, 쓰나미 및 화산 등 자연재해 위험도 도
사리고 있다.

파란만장한 자카르타 역사
올해로 정도(定都) 492주년을 맞은 자카르타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 14세기 무렵 자카르
타는 빠자자란 왕국의 항구였으며, 당시에는 순다 끌라빠(Sunda Kelapa)라고 불렀다. 16세기 초 포
루투갈이 점령했지만, 1527년 파따힐라 장군이 포루투갈을 몰아내고 '승리의 도시'라는 뜻의 자야카
르타(Jayakarta)로 개명한다. 16세기 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자야카르타를 점령하고 1619년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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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아로 이름을 바꾼다. 이후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후, 자야카르타를 줄인 자카르
타로 개명했고, 1956년 인도네시아 국회는 파따힐라가 순다 끌라빠를 탈환한 날인 1527년 6월 22일
을 자카르타 정도일로 확정했다.
자카르타 수도 이전 문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시대부터 추진됐다. 꼬따 뚜아(Kota Tua)로 불리
는 자카르타 구도심은 저지대이며 주변 지역이 늪지가 많고 풍토병이 빈번히 창궐해 원주민은 물
론 네덜란드인과 도시건설에 대거 투입된 화교들의 생명까지 앗아갔다. 19세기 초 당시 네덜란드
령 동인도의 헤르만 윌리엄 다엔델스 총독은 행정수도를 반둥, 경제수도를 수라바야로 확정하고 이
전하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식민 잔재를 청산하다는 이유로 중
부칼리만탄 주의 빨랑까라야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무산됐다. 그리고 수하르토
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도 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동부칼리만탄 주를 선택한 이유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동부칼리만탄주와 중부칼리만탄주 빨랑까라야 지역 등 2개 지역을 저울질
하다가 동부칼리만탄주로 낙점했다. 수도 이전지로 확정된 북부 뻐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 군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군은 발릭빠빤시와 동부칼리만탄주도 사마린
다시 등이 주변에 있으며, 두 도시에는 국제급 공항과 항구는 물론 두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등 사
회간접자본이 이미 깔려 있다. 마하깜강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홍수와 지진 화산, 연무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 이전 반대 목소리도 높아
지난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된 현 국회가 여대야소로 구성되어 있고, 제1 야당인 그린드라당
이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조코위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정 운영을 순조롭게 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언제든 야당 세력이 다시 규합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
다. 또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반대와 항공기로 자카르타에서 2시간 걸리는 동부칼리
만탄주로 이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다. 법률 개정과 예산 문제 등 많은 문제
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다. 더욱이 행정기능을 새 수도로 옮겨도, 자카르타는 경제중
심지로 남을 것이기에 여전히 자카르타의 도시 문제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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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도 이전 효과는
정부는 2020년까지 새 수도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작
업을 진행해 조코위 2기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어느 정도 천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다. 새로운 도시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녹색도시(Green City)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원칙에 따라 부지 주변의 녹지를 보전할 방침이다. 발전소도 마
찬가지다.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또는 바이오매스 등 대체에너지를 사
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 수도 건설 비용은 약 33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0% 정도만 정부예산으
로 조달해 토지매입, 기초 인프라, 공무원 관사, 군경 시설 건설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비용
의 20%라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해 계획 완료 시까지 매년 재정적자
폭을 0.7%씩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카르타에 위치한 정부 소유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비용의 55%는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 형태로 마련한다. 국내외 기업에 모두 문호를 개방
하되 현지 기업과 국영기업에 가점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컨소시엄 등 현지기업과의 제휴도 검토해
볼 만하다.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마련하여 관사 이외의 공공주택, 대학 등 교육시설, 공항•항
만•유료도로 건설과 개선, 의료시설 건설, 쇼핑몰 등 상업시설 건설 등에 충당한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발빠르게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
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가능
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금융기관들의 참여도 줄을 이을 전망
이다.

수도 이전과 우리와 협력 분야
새 행정수도는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시티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ASEAN과 스마트시티 협력에 적극적
인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9
월 한국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공식 ‘교
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공유
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건설은 국영 건설회사 후따마 까르야(Hutama Kary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 사업은 물론 자카르타 북부 방조제 사업과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해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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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2020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5.0% 전망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소폭 하락한 5.0%로 전망된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
구원(KIEP)은 안정적인 민간소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간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지속돼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2019년 11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밝혔다. KIEP는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완화적 통화정책,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 전망에 따라 민간소
비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5.1%, 세계은행(WB)도 5.1%, 아시아개발은행(ADB)은 5.2%를 내년 인
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8월에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7%에서 5.08%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 하방 압력이 될 요인으로, KIEP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중국 내수 부진, ▲낮은 원자재 가격이 지속됨에 따른 수출 둔화를 꼽았다. 조코위 정부가
제안한 수도이전은 국회승인 시 2021년부터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2020년 경제성장률에 미치
는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ASEAN 5개 주요국가(이하 ASEAN-5)는
대외여건 악화가 지속되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한 민간소비 증가로 2019년과 비슷한 4.9%의 성
장률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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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실적치 및 주요 기관별 전망
(단위: %)
ASEAN
국가명

2019년
2018년
[2019.10]

GDP 대비
비중1)

2016년

35.1

5.0

5.1

5.2

11.9

4.2

5.9

필리핀

11.1

6.9

태국

17.0

베트남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ASEAN
5

2017년

2020년
KIEP

IMF

Oxford
IHS
ADB
Economics MARKIT
[2019.10]
[2019.10] [2019.10]

[2019.10]

[2019.10]

5.1

5.0

5.1

4.9

5.1

5.2

4.7

4.4

4.5

4.4

4.0

4.4

4.7

6.7

6.2

5.9

6.0

6.2

5.8

6.1

6.2

3.2

3.9

4.0

3.0

3.1

3.0

3.0

3.2

3.2

8.3

6.2

6.8

7.1

6.8

6.6

6.5

6.3

6.5

6.7

83.4

5.1

5.3

5.2

4.9

2019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의 안정적인 증가, 정보통신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세가 소폭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
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 5.07%, 2분기에 5.05%, 3분기에 5.02%였다. 수아리얀또 BPS청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며 "5.02%의 성장률은 경기둔화
를 뜻하지만, 둔화세가 다른 나라만큼 가파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미중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석탄과 팜오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
서 인도네시아 경기가 둔화했다. 2019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고, 특히 구리
광석, 석유, 팜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광물부문 수출액이 24.2% 감소하며 수출부문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에 따라 환율이 올 1월에 달러당 14,177루
피아에서 지난 8월에 14,242루피아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6월 6.00%에서 현재 5.00%로 내려왔다. 하지

1) 2018년 기준 ASEAN 10개국 GDP대비 각국의 명목 GDP비중
2) [ ]안은 전망 시점자료 : 세계은행, 각 기관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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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정 부양과 수요 촉진을 위해 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 한 해 동안 모두 1.75%포인트가 올랐다.
2019년 2분기 경상수지 적자액은 84.4억 달러로, 2018년 2분기 79.5억 달러보다 확대됐다. 2019년
2분기에 ASEAN-5 중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경상수지는 개선된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적자폭이 커지거나 흑자폭이 감소했다. 경제전문가 아립 부디만따 씨는 최신 데이터를 보면 인도
네시아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코 위도
도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수출과 순투자가
크게 감소했고,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인도네시아 GDP 구
조를 바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성장률 전망치를 5.20%에서 5.0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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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환율은 2013년 1월 환율을 100 기준으로 변화율 계산
    (출처: 세계은행, 각 기관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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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도네시아, 2025년 동남아 최대
디지털 경제국가로 성장 전망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 2025년 1,330억불 전망...구글&테마섹 보고서
최근 글로벌 IT기업 구글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가 2025
년에 1,3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33% 높은 규모다. 컨
설팅기업 베인 앤 컴퍼니(Bain & Company)와 구글, 테마섹 등은 2019년 10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2019: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1천억 달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도네
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를 지난해 말에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33% 상향했다. 이 보고서는 소규모 도
시와 농촌 지역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 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디지털
경제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는 1억
5,200만 명이다.

그림 1-5. 구글과 테마섹이 2019년 10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2019
: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1천억 달러’라는 제목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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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는 전자상거래와 앱(애플리케이션)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유 오피스와 온라인 여행, 핀테크 산업 등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에듀테크와 친환경 분야 등의
스타트업들이 생겨났다. 구글 인도네시아의 랜디 유숩 이사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도
매상품, 신선식품, 주택 등 다양한 품목으로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가 계속 성장하고
기회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온라인 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만 생각하지 않고 수익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는 2016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2~2016년 기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연평균 5.3%의 건실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나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됐
다. 동남아시아 GDP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기술에 무척 밝고 개방적이다. 휴
대전화를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74%가 전자상거래 구매를 한다. 여기에 해외에서 공부한 젊은 유학
파들이 앞다퉈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면서 디지털 경제 확산이 탄력을 받게 됐다. 1만7천여 개의 섬
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군도 국가라는 지형적 특징도 디지털 경제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
는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섬들을 연결하는 유선 네트워크 구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규모가 2025년에 820억 달러가 되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올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규모는 210억 달러로 전체 40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에서 5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차량 호출 서
비스 산업 규모는 현재 60억 달러에서 2025년에 201억 달러가 되고, 온라인 여행산업 규모는 현재
100억 달러에서 2025년에 250억 달러가, 온라인 미디어산업 규모는 4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규모
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1-6. 구글과 테마섹이 2019년 10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2019
: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1천억 달러’라는 제목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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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보고서는 비수도권 도시에서도 전자상거래 부문에 기회가 크다고 언급했다. 현재 소도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지출하는 금액은 대도시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수도권 소비자들은 온라인
거래, 여행, 온라인 차량 호출, 미디어 구독에 연간 1인당 555달러를 소비하는 반면, 비수도권 소비
자들은 103달러에 불과하다. 랜디 이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물류가 개선된다면, 전체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경제와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향
후 6년 간 비수도권 소비자 지출이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확대로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 범위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결제 서비스와 통신사 결제 옵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에서 게임, 음악, 주문형 미디어 같은 프리미엄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는 가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꼬피디아(Tokopedia)와 부까라빡(Bukalapak) 등 토종 전자상거래 기업은 확
장된 물류 연결망으로 오지 시골마을까지 전자기타에서 전기밥솥까지 배송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
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고용을 매년 10% 정도 늘려서 2025년까지 새 일자리 370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신 기술을 습득한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의 기회
가 생길 전망이다. 보고서는 음식배달, 차량공유 및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젝과 그랩 등에 고용
된 운전기사가 올해 400만명에서 2025년에 1,2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국가다. 유니
콘(Unicorn)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웃도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유니콘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젝(Go-Jek), 전자상거래 업체 또꼬피디아와 부까라빡, 온라인 여행사 트래블
로카(Traveloka), 디지털 페이 서비스업체 오보(Ovo) 등 5개다. 고젝은 싱가포르 그랩(Grab)과 치열
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유니콘에서 데카콘(Decacon)으로 발돋움했다. 데카콘은 기업 가치가 100
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고잭과 그랩, 슈퍼 앱을 향한 경쟁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부문 양대 기업인 고젝과 그랩이 '수퍼앱(super app)'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고젝은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 그랩은 말레이시아
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시작해 각각 다른 경로로 성장했지만, 최근에 슈퍼앱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하면서 기능면에서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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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젝은 전자지갑인 고페이(Go-pay) 등 핀테크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그랩은 음식배달서비
스인 그랩푸드(GrabFood)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 말에 고젝 설립자 나딤 마까림은 핀테
크인 고페이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고페이는 2018년 12월까지 약 40만 개의 상점
과 제휴했고 거래액은 63억 달러를 기록했다. 고페이는 2019년 7월까지 인도네시아 전자화폐 시장
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분석업체 RedSeer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페이 거래
액이 2023년에는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페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시장을 확
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불안정하게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젝은 고페이 사용자 수를 밝힌 적이 없지만, 텔콤만디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7년 기준으로 고
페이 사용자를 1천만명으로 추산했다. 고젝 관계자 류 술리아완 씨는 “인도네시아 인구에서 전자화
폐를 쓰기에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어린 사람을 제외하고 약 1억2천만 명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
했다. 고젝의 공동설립자 케빈 알루위 대표는 고페이가 고객의 매출 자료를 모아서 금융서비스 사
업 확장에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해 말했다. 금융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젝은 2017년에 인
도네시아 핀테크 스타트업(Midtrans, KartuKu, Mapan)을 인수했고, 올해는 필리핀 스타트업 코인스
(Coins.ph)를 인수했다.
한편 그랩은 인도네시아 주문음식배달서비스와 동남아 지역에서 최고업체가 되고자 한다는 비
전을 천명했다. 그랩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올해 30억 달러에서
2022년에 13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랩푸드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
트남에 진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진출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확대했다. 그랩
인도네시아의 리즈끼 끄라마디브라따 대표는 자사가 인도네시아 차량호출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64%로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음식배달시장을 석권하겠다고 지난해 12월에 말한 바 있다.
그랩은 올해 들어서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체인 맥스 커피, 웬디스 인도네시아, 베스킨 라빈스 아
이스크림 등 5개 업체와 제휴했다. 이들 업체들은 그랩푸드 고객의 특성에 맞춘 메뉴를 개발하고 있
다. 그랩푸드는 인도네시아 222개 지역에 진출해 있다. 그랩은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식음료사업자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키친 바이 그랩푸드(Kitchen by GrabFood) 프로그램
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온라인 차량 호출 시장 독점 막는데 주력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기업이 온라인 차량호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소비자
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 기업들이 요금을 할인하거나 프로모션요금을 제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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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6월13일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온라인 차량 호출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
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인 고젝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으로, 두 업체 모두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 현금을 쏟아 붓는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업체들 간 출혈경쟁이 끝나고 한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항공시장처럼 소비
자가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비싼 요금을 내게 될 것을 우려한다. 교통부 도로교통과의 아흐맛
야니 국장은 지난 10일 “우리는 그들 중 어는 업체도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업체가 건
전한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유니콘기업들 전문 인력 부족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래 인력 육성을 위해 고젝 창업자 나딤 마
까림을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나딤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0년 인도네시
아에 고젝을 설립했고, 이번에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고젝 대표에서 물러났다. 고젝은 차량 호출
은 물론 음식 배달, 핀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네시아의 5개 유니콘 기업 중 하나다.
구글 테마섹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가 2018년에 270억 달러에서 2025년에 1,000
억 달러로 세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루디안따라 정보통신장관은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 목표 7%를 달성하려면 디지털 인력 900
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디안따라 정보통신장관은 올해 말까지 UI(인도네시아 국립대),
ITB(반둥공과대), UGM(가자마다대학교) 등 국내 20개 대학에서 2만 명의 디지털인력을 육성하겠
다고 말했다. UI는 그랩 인도네시아와 고젝과도 MOU를 체결했다.
부까라빡, 또꼬피디아, 그랩, 고젝 등은 동남아시아의 유니콘이자 인도네시아 기업으로 지난 5개
월 간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대한 다양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그랩은 지난 5월에 UI
와 엔지니어링 부문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UI학생들이 그랩 자카르타 또는 싱가포르 사무소에
서 6~9개월 간 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랩은 앞으로 3년 간 인도네시아 디지털산업에 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젝은 지난 4월에 UI 학생에게 인턴프로그램 제공, 공동연구, 졸업생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UI와 체결했다. 부까라빡은 지난 2월에 서부자바 반둥
에 있는 반둥공과대학(ITB)에 자금을 지원해 AI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앞서 이 회사는 한국 미래에
셋-네이버아시아성장펀드로부터 시리즈D 투자를 받았다. 또꼬피디아도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지
난 3월에 데뽁에 있는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에 AI연구소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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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젝과 그랩의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장은 급성장하면서 동시에 날로 커지는 근로자와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르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동남아 슈퍼앱 시장에서 자본력을 갖춘 회사들
이 수많은 지역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시장참여자들은 기업들의 슈퍼앱을 향한 경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그림 1-7. 교육문화부 장관이 된 나딤 마까림 고젝 설립자 (출처: 유튜브 캡처)

Chapter Ⅰ - 2019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동향  35

그림 1-8. 고젝 제공 기본 서비스 (출처: 고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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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부까라빡 웹사이트

Chapter Ⅰ - 2019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동향  37

경제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자동차 등 수출 확대 기대

그림 1-10.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의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또 루가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실질 타결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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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롯데케미칼 등 직접투자가 타결에 결정적 역할… 농수임산물 양허 제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와 면적, 국내총생
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
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장관은 지난 10월 16
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
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으나 입장 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타결 조건으로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
설 등 중화학공업의 투자를 요청했다는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롯데케미칼이 인
도네시아 반뜬주 찔레곤 공단에 대규모 유화단지 조성 기공식을 가졌고, 현대차도 자카르타 외곽
찌까랑 지역에 완성차 공장 설립이 확실시되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것
이 양국 CEPA 타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해 공장을 지으면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결국 경제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의
지를 보여왔다.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2월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
했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
에 합의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ASEAN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
개한 대(對)ASEAN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
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 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
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
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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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 시
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
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
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 철폐), 벙커C유(3∼5%, 즉시 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
(3%, 즉시 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
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
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
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 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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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야

인도네시아 테러 양상 변화

위란또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위란또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부 조정장관이 지난 10월 10일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
한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테러 양상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다. 특히, 조꼬 위
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빠뿌아 소요사태와 형법 개정 반대 대규모 시위
에 이어 위란또 조정장관 테러가 발생해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
었다. 하지만 11월 현재까지 작은 규모의 테러는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큰 사건 없이
진정되는 모양새다.

그림 1-11. 위란또 전 정치안보조정장관 (출처: 위키피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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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테러 추이
인도네시아는 32년간 철권통치했던 수하르토 정권이 1998년 붕괴된 이후, 인도네시아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테러 세력이 성장했다. 2002년 10월 12일 알카에다 연계 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야
(JI)가 발리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해 202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2005년 10월 1일에
는 발리 짐바란 해변과 꾸따 해변 식당 등지에서 다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2009년 7월 17일 자카르타 JW메리어트 호텔과 리츠칼튼 호텔에서 각각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 최
소 9명이 숨지고 한국인 1명을 포함해 50여명이 다쳤다. 2000년대 전후반에 발생한 테러는 주로 서
양인들이 모이는 시설이나 서방국가의 상징적인 시설물을 목표로 자행됐다.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 등 내국인 비무슬림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이어졌고, 2018년 5월 인도네시아 제2 도시인
수라바야의 가톨릭과 개신교 등 교회시설 3곳을 겨냥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1명이 사
망하고 40명이 다쳤다.
최근에는 이슬람국가(IS) 연계 현지 테러단체인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를 비롯한 민주주의 부
정 세력들이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테러와 대중선동에 나섰다. JAD는 2016년 1월 자카르타
도심 총기•폭탄 테러를 시작으로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테러를 벌여왔다.

대선 주요 일정마다 테러 소문과 음모 적발
특히 2019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 연임을 반대하는 대규모 폭력시위가 5월 22일 자
카르타 시내에서 벌어져 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찰은 위란또 정치안
보조정장관과 루훗 빤자잇딴 해양조정장관 등 고위급 인사 암살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고 발표
했다.
더욱이 연초부터 총선과 대선의 주요 일정을 앞두고 지방에 있는 관공서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테러 음모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이어 대선 결과 발표 전후로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
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당국이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소재 싱크탱크 분쟁정책연구소(IPAC)의 시드니 존스 소장은 위란또 조정장관 테러
와 관련,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고위 공직자가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월 적발
된 테러 음모로 볼 때 현 정부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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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장관 "니캅 등 베일 차림, 관공서 출입 제한 고려"
2기 조코위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파흐룰 라지 종교장관은 이슬람 신자(무슬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니캅 등 베일 차림을 한 사람에 대해 관공서 출입
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파흐룰 장관은 위란또 당시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이 지난 10월 10일 IS(이슬람국가) 추종자의 흉기에 찔린 사건을 언급하며 보안상 관
공서에 베일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히잡은 머리카락과 목만 덮고 얼굴을 드러내지만, 니캅은 눈만 내놓고 베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
가 강화됐다.

그림 1-12. 연합뉴스=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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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눈길 돌린 IS, 이주여성 노동자 노려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 국가(IS)가 아시아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노리
고 있다.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달 IS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인 가정부 세 명을 구금했다. 이들은 모두 30대 여성으로 지난해 온라인에서 IS의 자료를 접한 뒤 극
단주의에 빠졌다. 세 명 중 두 명은 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여행 갈 생각이었고, 특히 한 명은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었다.
이와 관련해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당국에 체포된 여성 가정부들이 IS의 극단주의 사상
에 물든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경고했다. IS가 본거지인 중동에서 몰락의 위기에 놓이자 아
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IS가 노리는 새로운 타깃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일
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고 영어를 할 수 있
으며, 방대한 국제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이 IS가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분쟁정책연구소(IPAC)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IS의 먹잇감이 돼서 착
취당하고 있다"며 "IS의 세포 조직원들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돈벌이 수단(cash cows)으로 본다"
고 말했다. 가정부나 유모, 어르신 돌보미 등으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는 홍콩에만 38만5천명이
있고, 싱가포르로 건너간 이주 여성 노동자는 25만명에 달한다.
2015∼2017년에 실시한 IPAC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50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여성 노동자들
이 이슬람 과격파였고, 이들 중 43명은 홍콩, 4명은 싱가포르, 3명은 대만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
다. IPAC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파렴치한 고용주에 의해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
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사상 주입과 세뇌에 취약했다"고 말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알바그다디 사망 후 IS 하부조직 활동 우려"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
에서 IS 세력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물도꼬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
통령궁에서 "알바그다디가 사망하고 IS 활동이 위축됐지만, 하부 조직은 여전히 초국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IS 외국인 전사들이 각국으로 돌아가 IS 하부 조직을 설치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들은 말레이시아, 호주 등 여러 나라 출신이고, 일부는 인도네시
아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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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IS 추종자와 IS 연계 테러 단체인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의 활동이 심
상치 않다.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IS 추종자가 자바섬 수라바야 경찰서에서 낫을
휘둘렀고, 11월 10일에는 위란 당시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이 JAD 조직원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IS 세력이 깊숙이 침투한 국가는 알바그다디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자국에서 보복 테러가 발생할까 봐 경계를 강화했다. 알바그다디는 지난 10월 26
일 시리아 북부 이들립에서 미군 특수부대 급습을 받고 자폭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
루 뒤 그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수마트라 경찰서 자폭 테러범은 24세 청년…"SNS서 폭탄 제조 학습"
지난 11월14일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은 전날 수마트라섬 북부 메단 경찰서에서 자살폭탄테러로
사망한 범인이 'RMN' 이란 이니셜을 쓰는 24세 청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피의자는 학생
신분이고, 범행 당시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로 위장하기 위해 운전사 재킷을 입고 있었다"며 "허리와
복부에 폭탄을 장착하고 재킷으로 가렸다"고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SNS를 통해 폭탄 제조법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며 "숨진 피의자가 이슬람국가(IS)나 IS 연
계 테러 단체인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 등과 관련됐는지 SNS 접속 내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덧
붙였다.

그림 1-13. 연합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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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찰, '독소 폭탄' 자살 테러 계획 적발
인도네시아 경찰이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위란또 장관 흉기 피습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단속
을 벌여 테러 용의자 20여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특히 IS(이슬람국가) 연계 테러 단체인 '자마 안샤
룻 다울라'(JAD) 조직원들의 자살폭탄 테러 계획 여러 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데디 쁘라세띠오 경찰청 대변인은 10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찌레본에서 체포한 JAD 조직원들이
아브린(abrin)이라는 독소를 포함해 만든 고성능 폭탄으로 자살테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데디 청
장은 아브린이 묵주완두콩(rosary pea)의 씨앗에서 추출되는 독소로 미국 정부가 공중 보건과 안전
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0.7 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100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이 열리는 10월 20
일에 찌레본 경찰서와 예배당에서 테러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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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임업공사(Inhutani)에 대한 심층분석

I. 서론
1.1. 인도네시아의 산림 관리
인도네시아는 산림 면적만 약 9,100만 ha로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약 9배에 달하고 브라질과 콩고
다음으로 넓은 열대 우림을 보유한 세계 3위의 열대 우림 대국이자 세계 8위의 산림 대국이다. 하지
만 한편으로는 매년 약 68만 ha의 산림이 전용되어(2010년-2015년) 브라질 다음으로 연간 산림 손
실 면적이 높은 국가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1)
인도네시아의 산림 전용은 농장 개설, 도시 면적 확대, 개발 낙후 지역 이주 정책으로 인한 이주민
거주지 마련 등으로 발생되었다. 실제로 2011년 인도네시아 산림부(현재 환경산림부)에서 작성한
2030 국가 산림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보호림 및 생산림 중 약 1,834만 ha를 마을림 조성 요구,
비 산림 분야 수요, 택지 수요 등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 2-1. 2017년 인도네시아 토지 용도 구분
산림 구역
단위:
천ha

산림

고정 산림
보전림

보호림

제한
생산림

전환
생산림

소계

생산림

기타
합계

용지

총 면적

17,346.6 23,911.2 21,265.9 17,030.0 79,553.7 6,296.2 85,849.9 8,099.9 93,949.8 50.0%

일차림 12,549.1 15,231.5 9,687.5 4,682.3 42,150.4 2,504.7 44,655.1 1,488.0 46,143.1 24.6%

1) FAO(2016),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Chapter Ⅱ -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49

이차림
조림지

4,673.7 8,393.6 11,295.7 9,660.6 34,023.6 3,762.2 37,785.8 5,360.7 43,146.5 23.0%
123.8

286.1

282.7

2,687.1 3,379.7

29.3

3,409.0

1,251.2 4,660.2

2.5%

비非산림 4,551.2 5,750.1 5,522.0 12,190.4 28,013.7 6,526.5 34,540.2 59,261.9 93,802.1 50.0%
합 계 21,897.8 29,661.3 26,787.9 29,220.4 107,567.4 12,822.7 120,390.1 67,361.8 187,751.9 100.0%

산림 구역: Kawasan Hutan. 환경산림부(정부) 통솔 면적 / 보전림: Hutan Konservasi / 보호림: Hutan
Lindung /제한생산림: Hutan Produksi Terbatas / 생산림: Hutan Produksi Tetap / 전환생산림: Hutan
Produksi Konversi. 전환가능 생산림 /기타용지: Areal Penggunaan Lain. 농장, 택지, 산업 단지 등
/조림지: 위성분석 결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복구 목적 포함)
(출처: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2018) Data dan Informasi Pemetaan Tematik Kehutanan Indonesia)

2017년 인도네시아 총 산림 구획은 1억 2,039만 ha로 집계되었으며 이 면적은 각각 보전림(Hutan
Konservasi, HK) 2,190만 ha, 보호림(Hutan Lindung, HL) 2,966만 ha 및 일반 생산림(Hutan Produksi
Tetap) 2,922만 ha, 제한 생산림(Hutan Produksi Terbatas) 2,679만 ha, 전환 생산림(Hutan Produksi
Konversi) 1,282만 ha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림과 보전림은 정부(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
처) 소관이지만 생산림은 중앙 정부 공사 혹은 지방 정부 소유 기업체, 지역산림경영구(Kesatuan
Pengelolaan Hutan), 사기업, 조합, 개인, 부족(Adat), 산림 경작 단체에 의해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

1.2. 영림공사, 임업공사
인도네시아 자바 섬(중부 자바, 동부 자바, 서부 자바 및 반텐 주(州)) 지역의 산림 경영은 영림공
사(Perum Perhutani)에 대한 2010년 정부 규정(Peraturan Pemerintahan no.72 tahun 2010)에 따라 정
부 권한을 위임 받은 영림공사가 담당한다. 영림공사가 국가 산림 공사로 지정된 것은 2003년 공사
(BUMN, Badan Usaha Milik Negara)에 대한 법률(UU No.19)을 통해서였다.
자바 섬 이외 지역의 생산림 경영은 사기업과 환경산림부 산하 지역산림경영구(KPH, Kesatuan
Pengelolaan Hutan), 산촌 조합/지역사회 및 영림공사의 자회사인 임업공사(Inhutani I~V)를 통해 이
루어진다.
영림공사와 그 자회사인 임업공사(Inhutani I~V)에서 운영 관리하는 산림 면적은 약 360만 ha로
이 중 많은 부분인 약 240만 ha는 영림공사가 관리하는 자바 지역 산림이고, 임업공사는 자바 섬 이
외 지역의 생산림 약 120만 ha를 관리한다(상세 사항은 II. 일반 현황 내용 참고). 2017년 기준 인도네
시아의 총 산림 이용 허가 면적은 산림 구획상 생산림 및 전환 생산림 6천 8백만 ha 중 약 3천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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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임업공사 및 영림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은 보호림 구역을 제외하여도 약 3백만 ha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산림 사업에서 면적상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2. 년도별 인도네시아 산림 사업 허가 면적과 수
IUPHHK-HA

IUPHHK-HT

IUPHHK-RE

천연림 경영(천연목 택벌)허가

조림 허가

생태계 복구 사업 허가

년도

면적(백만 ha)

허가 수

면적(백만 ha)

허가 수

면적(백만 ha)

허가 수

2011

9.17

215

9.63

233

0.20

4

2012

9.83

238

9.83

238

0.22

5

2013

21.08

277

10.11

254

0.40

9

2014

20.13

273

10.54

277

0.52

13

2015

19.20

263

10.70

280

0.55

14

2016

19.30

268

10.84

286

0.62

16

2017

18.81

259

11.18

293

0.62

16

(출처: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2018, The State of Indonesia’s Forests 2018)

그러나 영림공사, 임업공사에서 생산하는 원목으로 인한 이익이 인도네시아 국내 조림지 및 천연
림의 원목에서 생산되는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6%이며 전체 목재 기반 산업 이익의 0.15%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들 영림공사, 임업공사의 원목 사업 이익 기여도가 낮은 이유는 인도네시아 국
내 목재 산업에서 생산되는 이익의 40%를 차지하는 펄프나 종이 산업에 영림공사와 임업공사가 연
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림공사의 경우 목가공 제품(제재목, 베니어, 합판, 가구 등) 보다 원목
그대로 판매하는 비중이 높으며 펄프나 종이 생산은 없다. 임업공사 I, II, III은 1974년 설립 초창기
부터 2000년대까지 천연림 원목과 제재목, 몰딩, 문, 창틀, 베니어 등을 생산하는 목가공 사업을 주
로 했고 임업공사 IV과 V는 설립 초기부터 수마트라 섬의 산림 복구라는 설립 취지 때문에 원목을
생산하지 않았다.
현재 영림공사는 물론 다섯 개 임업공사 모두 전통적인 산림 사업을 벗어나 송진/테레핀 같은 비
목재임산물, 생태 관광, 목가공 전방산업 등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영림공사는 이미 매출의 반
이상을 비목재임산물과 생태 관광에서 얻고 있으며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모두 천연 고무(라텍스),
혼농임업(조림지에서 옥수수, 밭벼 등 재배), 제재목 및 가구 사업 등을 개발하고 있다.

1.3. 세계의 산림 분야 공기업
산림 분야 공기업과 관련하여, 전 세계 산림 사업은 펄프/제지 분야와 목가공 분야 모두 사기업들
이 주도하고 있어 이상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운영되는 산림 분야 공기업 모델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미국같은 선진국의 경우, 산림 지역에 대한 국가의 이용, 경영이 군사적 또는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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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스웨덴의 ‘Sveaskog AB’와 같은 100% 정부 출자 산림 분야 공
기업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리목적의 사업 규모는 크지 않고 관광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핀란드의
‘Metsähallitus’라는 산림 분야 공기업은 1,200만 ha의 면적을 관리하지만 이 중 약 340만 ha 정도만 영
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보전 면적이다. 독일의 국유림 관리는 ‘General forest administration’
이라는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산림 경영 사기업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주된 역할은 산림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 중국은 전체 산림 면적 중 40%에 달하는 면적이 공기업 및 정부에 의해 관리
되는데 현재까지 산림 경영에 대해 보호 위주 정책을 펼 것인지 영리적 이용에 중점을 둘 것인지 확
실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산림 자원의 특성
농사/농장과 달리 산림 자원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농사는 일반적으로 투자 유예 기간이 짧고
(2-3년), 농장은 4-5년인데 비해 임업은 8-10년에 이르고 종에 따라 25-30년이 지난 후에야 원목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화목 및 바이오매스 원료로 사용되는 칼리안드라(Calliandra

callothyrsus), 글릴리시디아(Gliricidia sepium), 람토로(Leucaena leucocephala) 및 유칼립투스
(Eucalyptus spp) 같은 종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짧은 윤벌기를 가지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3년 정도
로 짧게 보기도 한다.
목재 생산성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생장량(㎥/ha/yr)에 기반한다. 티크 수종의 경우 생장
량이 대략 2.5㎥/ha/yr 정도이고 이를 기준으로 생산 임지가 1,000ha 있다고 가정하면 수령이 60년이
되었을 때 벌채하면 목재 생산량은 150,000 ㎥ 정도이다. 추가적으로, 산림은 경제적 효용이 상대적
으로 낮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벌, 황폐화 및 산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임업 수입성을 높이려면 사업 간 결합 또는 다각화로 토지에 대한 다중적 이용이 필요하
다. 또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는 것도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방지하는데 필수적 요
소이다.
한편,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부피가 크고 손상(부패)이 쉽다는 특성 때문에 생산된 원목은 긴
시간 저장이 불가하고, 생산 결정은 곧 마케팅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티크(Tectona grandis),
소노클링(Dalbergia speciosa), 마호가니(Swietenia mahagoni 및 S. macrophyla) 같은 수종의 경우 벌
채 후 최대 5년동안 목재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셍온 라웃(Paraserianthes falcataria), 아카시아
(Acacia mangium 및 A. auriculiformis)의 경우 최대 야적 기간이 6개월 정도이다.
특히 자바섬의 산림 지역은 작물 재배, 주택, 마을 및 도시 확장과 도로 인프라 등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려는 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 공기업으로서 영림공사와 임업공사가 산림 황폐화 압력으로부터 중심을 잡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52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9년 통권 6호

II. 일반 현황
2.1. 회사 개요
영림공사는 2010년 국가 산림 공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 72를 법적 근거로 하는 인
도네시아 산림 공기업이며, 2014년 공기업에 대한 국가 자본 참여 확대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
정 No. 73에 따라 산림 분야 공기업들의 지주회사로 지정되었다. 영림공사의 자본 총액(Authorized
capital)은 2조 5,900억 루피아 이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다.

2.1.1. 연혁
Perum Perhutani(영림공사)의 역사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식민 정부에서 시작된다 (네덜란드의 동
인도회사는 1800년 국영화 되었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섬 등 현재 인도
네시아를 구성하는 여러 섬들이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다). 식민 정부는 1897년 인도네시아에
산림국을 설치하고 1927년, 1932년 규정 발표를 통해 자바와 마두라 지역의 산림을 산림국에서 경
영하도록 했다. 1930년에는 티크 산림 경영권을 정부 티크 산림 회사인 ‘Djatibedrijf’에 맡기도록 하
였으나 1940년에 다시 산림국 권한으로 돌아왔다.
1942년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일본에 의해 패하고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자바 및 마두
라 지역의 산림 경영 권한 및 책임이 네덜란드 산림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로 이전되었다. 이에, 산
림기업 설립과 관련한 1961년 정부 규정 No. 17-30을 통해 산림국은 공기업이 되었다. 1972년에
1961년 정부 규정 No. 18을 통해 동부 자바의 공기업 Perhutani (1)가 설립되었고 No.19를 통해 중부
자바의 공기업 Perhutani(2)가 설립되었다. 이 둘은 차후 합병되었고 1978년에 서부 자바 산림이 관
리 면적에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자바 섬 전체를 아우르는 현재 영림공사(Perum Perhutani)의 모
습을 갖게 된다. 2001년에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03년에 공기업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2014
년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국가 자본 참여 확대에 관한 규정 (PP no. 73/2014)을 발표
함에 따라 영림공사(Perum Perhutani)가 임업 공기업의 지주회사로 지정되어 임업공사 I~V를 자회
사로 두게 되었다.
임업공사 I, II, III 역시 네덜란드 식민지와 관련이 있다. 1958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네덜란드 기
업가들이 통제하는 많은 회사들을 인도네시아 정부 재산으로 환수하는 법률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칼리만탄 섬에 소재한 네덜란드 회사로 과거에는 NV Bruynzeel Dayak Houtbedrijven었고 1955년
그 이름을 PT Sampit Dayak으로 바꾼 임업 회사는 1974년에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회사
는 곧 동부 칼리만탄을 담당하는 임업공사 I, 남부 칼리만탄을 담당하는 임업공사 II, 중부칼리만탄
을 담당하는 임업공사 III로 나뉘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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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공사 IV와 V은 각각 북부/남부 수마트라의 산림 산업 부문 기업 설립을 위한 국가 자본 참여
에 관한 1991년 정부 규정 No. 22/23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에 임업공사 IV은 수마트라 북부 4개 주
– 아쩨(Aceh), 북부 수마트라(Sumatera Utara), 리아우(Riau), 서부 수마트라(Sumatera Barat) 주(州)
를 사업지로 두고 임업공사 V는 잠비(Jambi)와 벙꿀루(Bengkulu) 주를 사업지로 두게 되었다.

(출처: Perum Perhutani 2018 Annual Report)

그림 2-1.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주요 사업장 위치

2.1.2. 사업 분야
영림공사의 사업은 2010년 국가 산림 공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 72의 11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질의 산림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 사회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제공하여 공공
의 이익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조 2항과 3항에는 산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사업 및 기
타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에는 산림 가버넌스, 목재/비목재임산물 채취 및 환경 서비스
등의 산림 이용, 산림 복구와 보호, 임산물 가공, 산림 연구 및 교육, 마을림 등 커뮤니티의 산림 이
용, 혼농 임업, 임산물 거래 등이 포함되며 기타 사업은 산림 관광을 위한 호텔업 및 농산업 단지나
건물 거래 등 회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비즈니스 활동들을 말한다.
현재 영림공사에서 운영중인 사업은 원목, 목가공, 산림 화학 제품(송진, 테레핀 및 파생 제품, 까
유 뿌띠 에센셜 오일2)(Melaleuca 속 식물에서 채취한 Cajuput oil, minyak kayu putih), 코펄(Copal), 연
지충 분비물(seedlak, Laccifer lacca)), 관광, 식품(꿀, 꿀물, 생수) 등이 있다. 임업공사의 주요 사업에
는 임업공사 I: 천연림 원목, 조림 원목, 고무, 송진, 임업공사 II: 천연림 원목, 조림 원목, 고무, 임업

2) 인도네시아에서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됨.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비강 확장, 발한 효과 등이 있음

54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9년 통권 6호

공사 III: 조림 원목(중단), 고무, 복구 사업, 임업공사 IV: 송진, 커피, 복구 사업, 임업공사 V: 고무,
송진 및 카사바, 사탕수수 등의 혼농임업 농산물과 원목 트레이딩 사업이다.

(출처: Inhutani II company profile, 2019)

그림 2-2. 전통적인 영림공사/임업공사 운영 사업 분야

2.1.3.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영림공사의 비전은 세계적으로 앞선 산림 경영 회사가 되어 지역 사회에 그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이 비전 내용은 열대 우림의 임산업 및 사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자 하는 영림공사의 의지를 반영한다. 영림공사는 티크 조림에 특화되어 있어 자바섬의 비옥한 지
역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티크 조림지를 경영하는 유일한 기업이므로 이 같은 역할을 해내기에 적
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미션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경영, ② 지역 사회의 이익과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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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 ③ GCG(Good Corporate Governance) 원칙에 따른 산림 사업 최적화. 이러한 미션은 친환
경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인증된 산림 경영을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인도네시
아의 임산물을 세계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
이다.
영림공사의 핵심 가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①진실성, ②혁신성, ③고객 중심 및 ④우
수성이다. 진실성은 국영 기업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 발전에 있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진보적인 사업을 추구해 나가기 위
해서는 끝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중심 경영을 세 번째 핵심가치로 두었다. 마지막 가
치는 인도네시아 임업 제품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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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영림공사 그룹 조직
이사회
대표이사(사장)

기획, 개발, 마케팅, 사업
시너지국
이사

운영국

재무국

인적 자원 및 총무국

이사

이사

이사

기획 개발과

산림자원세과

재무과

인적 자원 및 총무과

마케팅과

산업 및 생산과

위기관리과

정보기술과

자회사 육성 및 사업
시너지과

생태 관광 및
혼농임업과

성과관리 및 비용과

법률 및 규정 준수과

중부 자바 지청

동부 자바 지청

서부 자바/반텐
지청

KPH
(FMU)

KPH
(FMU)

KPH
(FMU)

판매 KBM

판매 KBM

판매 KBM

임산물 산업
KBM

임산물 산업
KBM

임산물 산업
KBM

송진 가공
사업 KBM

관광 KBM

관광 KBM

인적 자원
교육&개발 센터

파푸아 사고
KBM

연구 개발 센터

자회사
(8개)

* KPH: 영림공사 산림 경영 단위
* KBM: 영림공사 독자 사업 단위
(출처: Perum Perhutanl 2018 Annual Report)

그림 2-3. 영림공사 그룹 조직도(2018년)

영림공사의 조직도는 위 그림과 같다. 영림공사 이사회 밑에 임업공사 I~V를 포함하는 8개 자회
사와 영림공사의 자바 지역 3개 지청, 교육 센터, 연구 개발 센터 등이 자리한다. 영림공사 지청 조
직과 임업공사 I~V 각각의 조직은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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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인 영림공사의 사업조직은 크게 3개 지청으로 나뉜다. 중부 자바, 동부 자바, 서부 자바
및 반텐이며 2010년에 법률에 의해 산림 공기업으로 정립되면서 조직 구성 단위를 사업 부문과 지
역 부문을 포함하도록 재구성하였다. 각 지역은 여러 산림 경영 단위(KPH, Kesatuan Pemangkuan
Hutan) 및 독자 사업 단위(KBM, Kesatuan Bisnis Mandiri)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산림 경영 단
위에서는 회사 계획에 따라 산림과 관련된 식재, 관리, 간벌, 벌채 및 기획 부서에서 지시한 업무를
이행한다. 임업공사의 경우 산림 경영 최소 단위는 UMH라고 불리며 이는 Unit Managemen Hutan(
산림 관리 단위)의 약자로 영림공사의 산림 경영 단위와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
표 2-3. 영림공사 산림 경영 단위(KPH) 수
영림공사
지역 단위

중부 자바

동부 자바

20

23

KPH 수(개)

서부 자바

합계

및 반텐
14

57
(출처: Perum Perhutani, 2017)

표 2-4. 영림공사 자회사
영림공사

No.

회사명

설립 년도

주 사업분야

1

임업공사 I

1973

천연림 경영 및 조림지 운영. 송진 및 고무 생산

99.98 %

2

임업공사 II

1975

천연림 경영 및 조림지 운영, 고무 생산

99.98 %

3

임업공사 III

1974

조림 허가지에 고무 농장 조성하여 고무 생산 및 복구
사업 등 담당

지분

99.997 %

4

임업공사 IV

1991

송진 채취용 송림, 커피 농장 운영

99.99 %

5

임업공사 V

1991

고무 농장 운영

99.99 %

6

PT PALAWI RISORSIS

2002

생태 관광 및 기술 교육, 전시 등 서비스 분야

99.83 %

7

ANUGERAH KIMIA (PT

PT PERHUTANI
2002

PAK)
PT BAKTI USAHA
8

MENANAM HIJAU
LESTARI

2009

임산물 특히 송진/테레핀 및 그 파생 제품 등의 섬 간
무역, 가공, 유통, 수출이 주 업무
혼농임업을 통한 지역 사회 협업 사업에 있어 식재 작업
및 생산된 제품 거래와 복구 사업 담당

99.66 %

51.08 %

(출처: Perum Perhutani 2018 Annual Report)

영림공사 이사회에 자회사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자회사 각각의 독립성도 보장되는데 예를 들면
임업공사의 경우 2년 이내의 사업은 임업공사 이사진, 10년 이내의 사업은 임업공사 감사진의 재가
가 필요하며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영림공사 재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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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림공사는 영림공사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임업공사 I~V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산림 공기
업 사업지주회사로서, 임업공사 외에도 PT Palawi Risorsis, PT Perhutani Anugerah Kimia, PT Bakti
Usaha Menanam Hijau Lestari 총 8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임업공사 I~V의 경우 1990년부터 산림 이용 허가(IUPHHK,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천연림 경영, 조림지 등)를 보유한 사기업들과 합작 투자사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합
작 투자사의 경우 임업공사 40%, 사기업 60%로 지분을 구성하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합작 투
자사 목록은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5. 보유 자원
(1) 인적 자원
표 2-5. 영림공사(위)와 임업공사를 포함한 영림공사 자회사(아래) 직원 수
영림공사 총 직원 수
2016

2017

2018

책임자

5,399

5,404

5,411

중간관리자

6,218

5,869

5,246

현장감독

9,002

8,720

8,400

Total

20,619

19,993

19,057

영림공사 총 직원 수
1

임업공사 I

482

2

임업공사 II

248

3

임업공사 III

112

4

임업공사 IV

131

5

임업공사 V

62

6

PT Palawi

89

7

PT PAK

62

8

BUMN HL

11
(출처: Perum Perhutani 2018 Annual Report)

2018년 연차보고서 기준 영림공사 전체 직원은 19,057명이고 이중 책임자 위치에 있는 직원이
5,411명, 현장 감독 직원이 8,400명이다. 또한 8개 자회사 직원은 총 1,18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
리 면적이 넓은 임업공사 I, II가 가장 직원이 많고 임업 공사 III, IV는 100여명, 임업공사 V는 100명
미만이다.

Chapter Ⅱ -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59

(2) 생산 시설
영림공사는 중부 자바 및 동부 자바에 목가공 및 합판 공장 4곳을 운영하고 있고 8곳의 송진/테레
핀(소나무 수액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 가공의 경우 자회사인 PT
PAK(Perhutani Anugerah Kimia)에서 담당한다. 또한 파푸아에 사고야자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표 2-6. 영림공사 목가공 시설
No.
1
2
3
4

시설명

위치

Brumbung Wood

중부 자바

Industry

Grobogan

Cepu Wood Industry

중부 자바 Cepu
동부 자바

Gresik Wood Industry
Perhutani Plywood
Industry (PPI)

Gresik
동부 자바 Kediri

연간 생산

주요 생산 품목

용량 (㎥)
22,100

제재목, 핑거조인트목재, 주택 부품, 가구, 바닥재

37,000
22,350

정원용 가구, 베니어, 주택 부품
데크재, 바닥재, 베니어, 정원용 가구, 파켓(Parquet)
블록

48,000

셍온 합판
(출처: Perum Perhutani 2018 Annual Report)

표 2-7. 영림공사 송진/테레핀 공장
No.

송진/테레핀 공장

연간 생산 용량(Ton)

설립 연도

1

Paninggaran

6,750

1968

2

Sapuran

6,300

1988

3

Cimanggu

13,500

1989

4

Winduaji

9,000

1989

5

Sukun

18,000

1976

6

Garahan

16,500

1981

7

Rejo Winangun

12,000

1994

8

Sindangwangi

10,500

1991

합계

92,550
(출처: Perum Perhutani 2018 Annual Report)

(3) 연구 개발(R&D) 센터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Cepu 지역에 위치한 영림공사 연구 개발 센터는 영림공사 주력 제품의 경
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주로 육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육종 부문에는 용재용 티크, 수
액 채취용 소나무,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생산을 위한 Melaleuca 속 수종, 용재 속성수용 셍온
(Albizia chinensis)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조림/무육 방법, 우드펠릿 열량, 소나무 수액 생산성 향상, 마
케팅 분야 등 영림공사 사업운영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연구 과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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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림공사 연구 개발 센터의 기원은 1998년 티크 육종을 위해 설립된 티크 센터(Pusat Jati)로
이후 1999년에 산림 개발 센터(Pusat Pengembangan Hutan)로 기관명이 바뀌면서 티크 외에 소나무
나 셍온 같은 다른 주요 수종 육종이 연구 범위에 포함되었다. 2000년에 산림 자원 개발 센터(Pusat
Pengemabngan Sumber Daya Hutan), 2005년에 영림공사 연구 개발 센터(Pusat Penelitian dan
Pengembangan Perum Perhutani)로 명칭이 바뀌면서 환경 관리 및 산림 자원 경영 등이 연구 과제로
추가되었다.
연구센터 총 16.91ha 부지에는 사무실과 실험실 5.65ha, 양묘장 2.35ha, 채수포 2.54ha, 수목원
6.37ha 등이 자리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자바 전역 KPH 곳곳에 시험림, 채종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4)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훈련 센터
영림공사의 교육 센터는 동부 자바 Madiun 지역에 위치해 있고 회사의 인적 자원 관리 부문을 전
반적으로 책임진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부터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세스 구성 및 인적 자원의 잠재력과 역량을 매핑하여 관리하는 등 인
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2.2. 사업지 개요 - 지역별 면적 및 유형
2.2.1. 개괄
Perum Perhutani(영림공사)의 역사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식민 정부에서 시작된다 (네덜란드의 동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에서는 다양한 임산품이 생산되는데 임산물 생산을
위한 여러 사업지를 각 사업체에서 경영하고 있다. 영림공사(Perum Perhutani)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사업지 면적을 산림구역 토지 용도 구분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림공사는 정부로부터 자바 섬 지역의 보호림(Hutan Lindung)에 대해서도 그 경영을 위한 권한
및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 경영의 범위에는 환경적 부문(보호림 대상) 및 비목재임산물로 제한되는
경제적 부문, 관광을 포함한 산림 서비스 부문이 포함된다. 보호림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지역
보호구(KPS, Kawasan Lindung Setempat)는 해안가, 강가, 호수 또는 저수지 주변, 수원지 주변과 계
곡 보호 구역을 보전하기 위한 기능을 주로 하면서 생산림 내에 위치하는 구역이다. 이런 상세한 구
역 설정은 산림 인증에서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고려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영림공사
의 주 생산품인 티크 조림지 면적은 110만 ha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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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구역
202,549 ha
생산림
1,426,283 ha

기타 용도
81,122 ha
생산 용도
1,142,612 ha

총 관리 면적
2,443,661 ha

보호 구역
111,966 ha
제한생산림
381,328 ha

기타 용도
13,206 ha

보호림
636,051 ha

생산 용도
256,156 ha

보호 구역: 314,514 ha
기타 용도: 94,328 ha
생산 용도: 1,398,768 ha

(출처: Perum perhutani)

그림 2-4. Figure 1 산림 구획에 따른 영림공사(Perum Perhutani) 사업지 구분

임업공사 사업지에는 보전림이나 보호림이 없는데, 영림공사와 달리 임업공사는 자바 이외 지역
의 생산림만 관리/경영하기 때문이다. 영림공사와 마찬가지로 임업공사(Inhutani I~V)도 생산림 관
리에 있어 지역보호구(KPS)를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보호구는 Plasma nutfah와 같이, 자연 상태에
서 동물 또는 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다음 세대 재생산(reproduction)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구역이나 기타 용도 산림을 위해 존재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큰 차이는 임업공사의 경우 관리하는 면적에
대해 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산림 이용 허가(IUPHHK,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천연림 경영, 조림지 경영, 복구 활동, 마을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를 받은 형태지만
영림공사는 정부 규정에 따라 자바 지역 산림 관리를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
아래에서는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사업지에 대해서 각 사업 주체에 따른 구역 및 하위구역 유형
을 설명한다.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산림 경영 패턴 및 시스템에는 이런 경영구 유형이 녹아 들어
있다. 구역과 하위구역 설정을 통해 각 경영 단위의 경영 주체와 임산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2.2. 영림공사 사업 지역 구분
영림공사에서 관리하는 산림은 크게 생태구역, 생산구역, 갈등구역, 조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생태 지구(Zonasi Ekologi)는 영림공사 전체 관리 면적의 37%를 차지하며 보호림 구역(Kaw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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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an Lindung) 및 보호 구역(Kawasan Perlindungan)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 곳에서 영림공사
는 비목재임산물 및 관광/생태 관광 사업을 운영한다.
전체 관리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생산 지구(Zonasi Produksi)는 생산 구역(Kawasan Produksi
Efektif)과 기타 이용 구역(Kawasan Penggunaan Lain Efektif)으로 나뉜다. 생산 구역 중 특별취급생
산구(Kawasan produksi dengan perlakuan khusus) 유형의 경우 경사가 가파르고(>45%) 토양이 불안
정 하여 효과적인 원목 생산이 불가한 지역을 말한다. 또 이와는 다르게 같은 경사지지만 제한생산
구(Kawasan produksi terbatas)의 경우 경사도가 25-45%로 목재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비목재임산물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표 2-8. 영림공사 사업지 유형별 구분
No.

지구

구역

보호림 구역

1 생태 지구
보호 구역

유형

중부 자바주

동부 자바주

보호림-활용블록

15,370

115,586

보호림-특수블록

469

보호림-보호블록

68,287

지역보호구
2차림
특수보호구
생산부적합블록

생산구역
2 생산 지구

149,626

280,582

1,053

1,522

204,346

62,455

335,088

30,802

29,373

24,492

84,667

63,261

72,388

53,032

188,681

214

139

3,708

4,061

6,996

12,099

8,718

27,813

185,399

433,932

303,084

922,414

72,412

111,778

53,354

237,544

특별취급생산구

44,557

74,565

22,196

141,318

제한생산구

74,559

49,352

79,226

203,137

특수목적산림구

2,685

8,987

6,231

17,903

885

431

315

1,631

195,098

245,113

산림관광구

보호림-갈등 구역

보호림-갈등구
보호 구역-갈등구

갈등 지구 생산림-갈등 구역 기타이용구역-갈등구

161,321

601,532

105

18,754

18,859

6,530

2,762

9,292

2,515

18,904

59,541

80,960

9,149

18,904

81,057

109,111

조정 생산구

148,989

307,274

59,705

515,968

제한 조정 생산구

87,709

109,174

63,299

260,182

조정 기타 이용

특수 목적구

9,239

17,862

7,354

34,455

구역

소계

245,937

434,309

130,358

810,604

635,583

1,132,259

675,819

2,443,661

소계
조정 생산 구역
4 조정 지구

총계

소계

기타이용구역

임시적

및 반텐주

집중생산구

소계

3

서부 자바

합계

(출처: Perum Perhutan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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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갈등 지구(Zonasi Konflik Tenurial)는 전체 면적 중 5%에 달하는 구역으로 산림 안팎의 지
역사회와의 갈등이 있는 지역을 특별히 설정한 곳이다. 갈등 지구는 생태 구역과 생산 구역(기타이
용구역)에 위치하는데, 보호림 지역, 보호 지역에서보다 생산 구역에 있는 갈등 구역 비율이 높다.
조정 지구(Zonasi Adaptif)는 전체 관리 면적의 33%를 차지하며 생산림에 위치하여 생산림 혹은 기
타 용도로 지역사회와 협업이 가능한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협력은 사업 목적이 아니고 산림
내부 혹은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의 생계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여, 주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데 이
용된다.

2.2.3. 임업공사 사업 지역 구분
표 2-9. 임업공사 I~V 사업지 위치(州별)
회사

면적 (Ha)

지역 (州별)

임업공사 I
1. 천연림 경영

615,567

2. 조림지 경영

73,318

동부 칼리만탄, 남부 술라웨시

7,700

남부 술라웨시, 서부 술라웨시

3. 송진 채취용 산림
    소계

동부 칼리만탄, 북부 칼리만탄, 서부 술라웨시

696,585

임업공사 II
1. 천연림 경영
2. 조림지
3. PMU-MHM* 프로젝트
    소계

216,620

남부 칼리만탄, 서부 칼리만탄

96,266

북부 칼리만탄, 남부 칼리만탄

6,069

남부 칼리만탄

318,955

임업공사 III
1. 조림지

167,414

서부 칼리만탄, 중부 칼리만탄, 남부 칼리만탄

임업공사 IV
1. 송진 채취용 산림

1,479

아쩨, 북부 수마트라

2. 커피 농장

2,171

아쩨

    소계

3,650

임업공사 V
1. 조림지

56,547

람풍

2. 조림지

16,730

방카-블리뚱

    소계

73,277

총계

1,259,881

* PMU-MHM: 머란띠(나왕) 산림 경영-단위 모델 개발, Pembangunan Model Unit Managemen Hutan Meranti
(출처: Perum Perhutani 및 Inhutan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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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임업공사 I~V 각각의 사업 주체에 따른 사업 면적과 지역을 나타냈다. 임업공사 I~V의 사업
지는 사업종에 따라 ①천연림 경영, ②조림지 경영, ③기타 구역으로 나뉘며 사업지는 앞서 언급했
듯이 모두 생산림에 위치해 있고 보호림은 없다. 영림공사와 동일하게 환경산림부 규정에 따른 4가
지 구역으로 나누는데 생태 구역은 자체 설정한 보호 구역에 있으며, 갈등 구역은 주민 거주지와 가
까운 임산물 생산지에 주로 설정된다. 조정 구역은 고무 나무나 식량 작물 같은 생계 수종 재배를 위
해 특별히 지역 사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임지가 해당된다.
(1) 천연림 경영
5개 임업공사 중 천연림 경영 허가(천연림 원목 택벌 허가)를 갖고 있는 곳은 임업공사 I과 II 두 곳
뿐이다. 생산 허가 지역은 집중생산구 및 제한생산구, 지역보호구, 기타이용구역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천연림 경영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충돌은 조림지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원목
벌채에 관련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임업공사 I의 천연림 경영 허가지는 동부 칼리만탄(즉, Berau, Bulungan, Nunukan/Malinau 군)과
서부 술라웨시(Mamuju 군)에 있고 임업공사 II는 북부 칼리만탄 주(Semamu, Malinau, Sei Tubu 군)
와 남부 칼리만탄주(Tanah Laut 군)의 천연림을 경영하고 있다. 현재, Semamu 군과 Sei Tubu 군 허
가 지역의 경우 입목 축적량이 충분하지 않아 원목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alinau 군
은 원목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연간 최대 생산량 30,000 ㎥ 미만) 아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Tanah Laut 군의 경우 전에 비해 생산량이 점차 줄고 있고 현재는 연간 약 40,000 ㎥의 원목을 생산
하고 있다.
(2) 조림지 경영
임업공사 I은 동부 칼리만탄주(Kutai와 Kutai kartanegara 군) 및 남부 술라웨시주(Gowa 군)에 조
림지를 소유하고 있다. 구역은 생태 구역(지역보호구), 생산 구역(집중 생산, 제한 생산 및 기타), 임
시적 갈등 구역(생산 구역 및 기타 용도)으로 구분된다. 조림지에 식재하는 수종은 아카시아(Acacia

mangium, A. auriculiformis, A. crasicarpa), 그멜리나(Gmelina arborea) 및 숭카이(Peronema canescens)
이다. 조림지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주민 갈등은 천연림에서보다 높은 편으로 임업공사 I의 조림 허
가 중 50%에 달하는 면적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천연림에서는 평균적으로 20 % 미만이다.
임업공사 II에서 경영하는 조림지는 남부 칼리만탄주((Tanah Grogot, Senakin, Pulau Laut 군)에 위
치해 있다. 구역 구분은 임업공사 I과 동일하다. 식재 수종으로는 아카시아, 자본(Anthocephalus

cadamba, A. macrophyllus), 그멜리나 및 고무(Hevea braziliensis)가 있다. 이들 조림지가 위치한 남부
칼리만탄은 칼리만탄 중 인구/마을 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토지 분쟁 비율이 임업공사 I보다 높
아서 조림지 전체 면적의 60%에 가까운 지역이 분쟁을 겪고 있다.
임업공사 III의 조림지는 남부 칼리만탄주 (Banjar 및 Tanah Laut 군)와 중부칼리만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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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awaringin Timur와 Murung Raya 군), 서부 칼리만탄주(Malawi 군)에 위치한다. 구역 구분은 역
시 임업공사 I, II와 동일하고 토지 분쟁의 경우 남부 칼리만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임업공사 II와
매우 유사하다. 중부칼리만탄은 조림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적고 조림지가 마을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갈등 상황은 잘 통제되고 있는 편이다. 서부 칼리만탄은 인근 지역 주
민들이 식량 작물, 고무 농장 및 팜오일(Palm oil) 농장 조성을 위한 땅을 요구하고 있고, 사기업도 임
업공사와 충돌하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토지 갈등이 매우 심한 편이다.
임업공사 V는 람풍주에 56,547ha(Register3) 18, 42, 44, 46), 방카-블리뚱주에 16,730 ha(Register 11,
12)의 조림지를 보유하고 있다. 초기에는 모든 register 구역 식재목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통제되었
지만 법률적으로는 임업공사 V가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허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었다.
(3) 기타 경영
임업공사 I~V의 산림과 토지 및 기타 자원 경영에는 고무, 송진, 커피, 산림 및 기타 지역 복구 사
업(RHL, Rehabilitasi hutan dan lahan)이 포함된다. 고무, 송진과 같은 비목재임산물은 조림지에서
원목 생산을 기다리는 중(약 30년)에도 생산할 수 있다. 송진 채취용 산림은 임업공사 I과 IV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커피 사업은 임업공사 IV가 아쩨주에서 약 30ha 면적으로 커피 농장을 운영할 계획
을 갖고 있다.
RHL(산림 및 기타 지역 복구) 사업의 경우 인니 환경산림부에서(보전림 및 보호림 대상) 사업 대
상지를 지정하여 발주하는 것과 광산업 허가 회사가 개발 전 개발에 대한 복구 차원에서 보호구역
이나 국립 공원 복구 조림을 의뢰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임업공사는 비목재임산물(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을 생산하기 위해 혼농임업 (식량 작물,
낙농업, 양어업 등 가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탕수수의 경우 임업공사 V가 식재한 바 있으며 이
는 조림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이다. 비목재임산물 사업의 경우 보통 토지 이용과 관
련한 갈등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 낙농업
이나 양어업의 경우 임업공사에서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킨 케이스는 없다. 혼농임업용 임지로 사용
되는 면적은 총 유효 조림지 면적의 20% 정도이다.

3) 임업공사 자회사, 네덜란드 통치 시절 명칭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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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업 성과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실적)
최근 5년 간,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실적은 좋지 않은 세계 시장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영림공사의 매출 성과는 원목 및 비목재임산물 판매와 산림 서비스(관광 등) 판
매에서 비롯되는 반면, 임업공사는 천연림(I, II의 경우) 원목과 조림지 원목 및 비목재임산물(I~V)
판매가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사업은 서로 다른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영림공사와 임엄공사 간 및 임업공사 내부에서 등 다양한 사업 단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 사업 단위의 여러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영림공사와 동일하게 임업공사 I과 II
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 천연림 원목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조림지 원목도 일부 있다. 반면, 임업
공사 III, IV, V는 주로 송진, 고무 같은 비목재임산물에서 매출이 일어난다.

3.1. 영림공사
3.1.1. 재무 실적

(출처: Perum Perhutani, 2019)

그림 2-5. 영림공사 재무 실적(20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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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영림공사의 총 매출 및 부문별 매출, 당기손익을 나타낸 것
이다. 원목/목재 부문에는 티크 및 기타 수종 원목과 베니어, 제재목, 정원 가구, 합판 등 영림공사에
서 판매하는 모든 목가공 제품이 포함된다. 비목재 부문에는 비목재임산물과 혼농임업 산물 및 그
가공 제품, 환경 서비스, 생태 관광 등이 포함된다.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원목과 목가공 제품
판매는 영림공사 수입의 40% 가량을 책임지고 있고 이 중 86% 가량이 원목 판매이며, 송진과 테레
핀 제품의 매출 기여도는 약 45%이다. 2015년부터는 비목재 부문 매출액이 목재 부문 매출액을 초
과하여 2018년까지 경향이 이어져 왔다.
영림공사의 전체 매출은 2016년까지 하락을 거듭하다가 2018년에 크게 반등했다. 2015년에는 전
년 대비 매출이 7.99% 감소했고, 2016년에는 영림공사 매출의 90%를 책임지는 주요 원목과 송진/테
레핀, 목가공 제품과 같은 주요 제품 매출액이 모두 감소하여 총 매출액이 13.88% 감소 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으로 목재, 비목재 제품간 차이 없이 영향을 미쳤다.
영림공사는 가장 큰 티크 원목 공급처 중 하나인데, 30cm 이상 경급은 생산까지 30-40년이 소요
되므로 다른 시장 경쟁자가 없지만 그보다 작은 소경목이나 기타 수종, 속성수의 경우 지난 10년 간
소규모 생산, 커뮤니티 조림(지역사회 조림지, HTR, Hutan Tanaman Rakyat) 등이 정책적으로 독려
되면서 영림공사에 비해 낮은 가격에 생산하는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다. 목가공 제품의 경우에도
이와 궤를 같이 하여 경쟁 업체들이 저렴한 원목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영림공사의 경쟁력
이 줄어들었다.
2018년에는 시장 수요가 회복되었고, 영림공사의 사업 전환과 구조 조정 노력을 통해 매출 및 당
기 순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익 증대를 위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사업 분야
즉, 기후 변화(산림 탄소 흡수 및 저장),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관
광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림 2-6. 좌측부터 소나무 수액 채취 모습, 영림공사의 Pemalang 송진/테레핀 공장, 가공된 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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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운영 실적
표 2-10. 영림공사 생산 실적(2013-2017)
품목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목재
티크 원목

㎥

431,516

455,995

392,657

250,637

306,217

기타 수종 원목

㎥

524,068

462,592

398,584

297,794

330,075

  티크 제재목

㎥

26,070

22,230

14,102

7,993

3,237

기타 수종 제재목

㎥

-

26,084

16,257

10,360

3,058

베니어

㎥

137,731

116,005

36,621

156,140

11,432

셍온 합판

㎥

591

567

19,014

17,395

10,411

기타 티크 목가공품

㎥

3,734

5,974

5,954

3,378

2,020

비목재
소나무 수액

Ton

80,564

86,310

99,155

81,057

90,356

까유 뿌띠 잎(오일 원료)
코펄 수액

Ton

421

41,619

40,284

32,230

37,176

Ton

41,806

450

428

422

412

연지충 분비물(Lac 원료)

Ton

115

169

182

80

12

송진

Ton

58,292

60,790

69,718

54,938

66,184

테레핀

Ton

11,851

12,759

15,048

10,881

13,960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Ton

251

276

290

187

241

Lac(염료)

Ton

8

12

15

7

1

(출처: Perum Perhutani, 2019, BUKU STATISTIK PERUM PERHUTANI TAHUN 2013-2017)

영림공사는 티크 및 기타 수종(소나무, 소노클링, 마호가니, 아카시아, 그멜리나, 셍온) 원목 및 목
가공과 그 전방산업(소비자 사용 최종 제품 생산) 즉, 제재목, 몰딩, 가구 등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목재임산물인 송진, 테레핀,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등도 생산하고 있다.
티크 및 기타 수종 원목 생산은 국내 및 세계 목재 시장 위축으로 2016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원목이 매년 티크와 기타 수종 각각 40만 ㎥ 가량씩 생산되는데 2016년 원목 생산량은
티크 25만, 기타 수종 30만에 불과했다. 원목은 특성상 생산 후 시간이 지나면 상품성을 유지한 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영림공사의
티크 원목 가격이 로컬 티크(개인 혹은 마을 임지에서 생산하는 티크)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25%
정도 높다고 생각 한다고 한다. 또한 2015년에 새로 제정된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령에 따라
(No.44) 영림공사 원목 구매자들은 모두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새롭게 도입한 영림공사 온라
인 제품 판매(원목 포함) 같은 변화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장벽을 높였다. 목가공 제품은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원목의 크기가 소경목에 집중되면서 기존 설비로 가공하는 데 차질을 겪고 있고 2018년에
는 시장 약화로 공장 가동을 2개월 간 중단시키기도 했다. 원목과 목가공 사업 분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므로 관리 체계, 설비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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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재임산물에 있어서는 특히 송진/테레핀,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생산량이 지속 증가 했다.
2016년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초까지 이어진 엘니뇨 여파로 송진과 까유 뿌띠 생산량이 감소했으
나 2017년에 다시 회복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비목재임산물 매출 성장률은 연간 5%에 달한다. 송진/
테레핀 생산국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베트남, 필리핀이 영
림공사의 주요 경쟁국이다. 송진/테레핀의 가장 큰 수요는 아시아에서는 인도, 유럽에서는 이탈리
아와 동유럽 국가들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협업을 위한 혼농임업 산물로 꿀을 생산하고 있다(2018년 생산량 29.6톤, 매출
47억 루피아).
투자의 경우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85,000ha 혼농임업 개발 등을 포함한 파트너십에 약 1조
5,000억 루피아, 자본재 7,000억을 투자했다. 자본재 투자에는 40,000ha 혼농임업 투자, 주요 사업의
경기 부양, 관광 사업 리브랜딩 등이 포함된다. 영림공사에서 주력으로 투자하는 사업 분야는 관광
과 티크, 셍온, 마호가니, 고무 나무 등의 조림과 바이오매스 조림 등이 있다.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림공사는 2011년 인도네시아 공기업부 장관령에 따라 서부 파푸아 지역에 사고야자(Sago palm)
공장 건설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4년 취임하면서 인도네시아 식량 안
보 달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되었으며 아동 영양 결핍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진 파푸아 지역에 연간 3만 톤 생산 용량을 가진 대규모 공장 건
설 계획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2015년까지 1,500억이 투자되어 완공하였으나 지역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여 공장 건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때문에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은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발전 시
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 4월 한국서부발전과 사고야자 공장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관련 MoU를 맺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영림공사는 또한 2010~2025년에 걸쳐 약 12만 ha 규모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종 조림 투자에 대
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는 연간 200만 톤의 우드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3조 5천억 규모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있어 목재 부산물과 같은 폐기물
사용을 지향하는 앞으로의 세계 에너지 소비 추세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 같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를 미리 앞서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림공사는 파푸아 사고야자 공장의 부산
물을 포함하여, 산림 지역 활용을 통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관련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조림 투자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2006년에 500,000ha 조림 투자 양해각서를 체
결한 바 있다. 이후 영림공사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에 산림조합중앙회(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의 인도네시아 법인 PT KIFC(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와 1만
ha 합작조림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서부 자바 지역에, 아카시아Acacia mangium), 그멜리나(Gmelina
arborea), 셍온 라웃(Paraserianthes falcataria)과 같은 속성수를 조림하였으며, 2013년에는 임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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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Korean Forestry Promotion Institute)과 함께 중부 자바 영림공사 사업지 내에 글릴리시디아
(Gliricidia sepium) 2,000ha 조림을 위한 협력을 이어갔다.
다른 여러 한국 투자자들도 바이오매스 원료 조성을 위해 12만 ha의 면적을 할당한 영림공사 그
룹과의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영림공사과 협력에 관심을 보인 회사로는
현대 그룹, 아주 그룹, GS EPS, UC 플랜트, Korbi 등이 있다.

3.2. 임업공사 I
3.2.1. 재무 실적

(p: 계획, 출처: Inhutani I, 2017)

그림 2-7. 임업공사 I 재무 실적(2013-2017p)

위 그림은 임업공사 I의 최근 5년 간 매출 및 당기 순익 실적으로,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률을 11%
달성하였으므로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운영에 있어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은 천연림과 조림지에서
생산하는 원목이다(총 매출의 50% 이상). 소나무 수액도 주요 아이템이며, 이 외에는 목가공 사업의
생산품과 기타 사업으로 보호지역 복구(RHL, Rehabilitasi Kawasan Konservasi/Lindungan) 등이 있
다.

3.2.2.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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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목 및 조림목 원목은 매년 약 30만 ㎥씩 생산되고 있다. 임업공사 I의 조림지 총 7만여 ha 중
대부분은 동부 칼리만탄주의 조림 허가지로 여기서는 고무 조림지를 조성 중이고 원목은 남부 술라
웨시의 6천여 ha 조림지에서 연간 약 3만 ㎥씩 생산된다. 나머지는 천연림 경영 허가지에서 생산되
는 천연림 원목이다. 인도네시아는 원목 수출이 금지이기 때문에 생산된 원목은 내수 판매되었고
일부는 목가공 사업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표 2-11. 임업공사 I 생산 실적(2013-2017p)
제품/서비스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p)

원목

㎥

  287,995

  354,977

311,753

  300,096

348,500

목가공 제품

㎥

     3,678

     5,615

5,483

     4,508

6,296

소나무 수액

Ton

231

169

268

318

910

송진/테레핀

Ton

-

-

227

-

774

복구 사업

Ha

     3,000

     3,800

3,500

525

100

관광

명

   18,817

   23,757

30,800

   35,016

38,500

(p: 계획, 출처: Inhutani I, 2017)

목가공 공장은 동부 자바주 Gresik 지역과 북부 칼리만탄주 Tarakan 두 곳에 위치하며 연간 생산
용량은 9,500 ㎥인데 실 생산량은 연간 5천 ㎥ 수준으로, 목가공 산업(제재목, 몰딩, 문짝과 창틀)은
아직 회사에 분명한 이익을 주고 있지 못하다. 해당 산업 분야 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특히 사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가공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업공사 I은 계속해서 천연림 원
목과 송진, 테레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관광의 경우 3개 관광지(Wanawisata Bukit Bangkirai, Wanawisata mangrove, Wanawisata Tarakan)
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매출 기여도는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임업공사 I은 매출 증대를 위해 원목 외 사업 다변화(소나무 수액, 송진/테레핀, 산림 및 기타 지역
복구 사업)를 추진 중이다.
투자의 경우 임업공사 I은 동부 칼리만탄의 동부쿠따이(Kutai Timur)주(州) 롱나(Long Nah) 지역
에 55,000ha 면적의 고무나무 조림지 조성을 위해 2조 7,500억 루피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투자는 동부 칼리만탄 조림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활력을 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ha당 5,000
만 루피아에 달하는 투자금은 자체 자금과 국내 사기업 혹은 다른 공기업과 합작을 통해 조달하기
로 하였다. 임업공사 I은 5,000ha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50,000ha에 대해 고무 농장
공기업(PTPN III, PTPN은 인도네시아 농업공사로 I부터 XIV까지 14개 회사가 있음) 또는 국내 기
업들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 국내의 한 고무 사업 연합 에서도 합류 의사를 내비
쳤으나 투자자 측의 투자금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로 2019년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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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업공사 II
3.3.1. 재무 실적
임업공사 II의 최근 5년 간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7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당기순이
익률 -24.47%)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약 7~1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무 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의 적자는 화재, 조림 실패, 도벌 및 산림 황폐화의 피해를 입은 작
물 자산을 차감(write off)하면서 회계상 부담된 금액이 적용된 것이다.

(출처: Inhutani II, 2019)

그림 2-8. 임업공사 II 재무 실적(2014-2018)

2018년 총 매출 460억 루피아 중 각 제품의 매출 기여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조림목 20억, 천연목
약 140억 루피아로 원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전통적인 임업 제품으로 얻는
수익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다. 반면 광산 회사들의 의뢰를 통한 조림 서비스 매출 이익(천연림 원
목 벌채 및 조림 허가(IUPHHK-HA/IUPHHK-HTI)지에 석탄 광산 개발을 해야 할 경우 조림이 의
무)인 산림 서비스 부문의 매출 기여도가 58%에 달했다. 기타 사업에는 혼농임업과 생수 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림 2-9. 임업공사 II 2018년 사업별 매출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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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운영 실적
생산 실적 변화를 보면 원목 매출의 비중이 크지 않은 이런 경향은 최근에 들어서 이루어진 변화
인 것을 알 수 있다. 천연림과 셍온 등의 속성수 조림 원목 생산량은 2015년 각 10만 ㎥ 이상이었으
나 생산량이 크게 줄어 2018년 각 6만, 1만 7천 ㎥ 수준이다. 목가공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생
산된 원목은 모두 목가공 또는 칩, 제지 용으로 내수 판매되었다. 복구 사업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편차가 크고 생수 사업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무 조
림 투자를 통한 고무 생산과, 혼농임업을 통한 시트로넬라유(Lemongrass)4) 생산이 새롭게 이루어지
고 있어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림 허가 면적에서 보호 지역, 편의 시설 면적, 주
민 점유 지역 등을 제외한 사업 이용 가능 면적 53,000 ha 중 속성수 조림지가 29,000 ha 가량이고 이
외는 고무나 혼농임업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생산량 증대가 예상된다.
생산 자산 투자의 경우, 임업공사 II는 조림지 조성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법인 PT KIFC(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과 합작 조림 계약을 체결하고 남
부 칼리만탄 뿔라우 라웃 지역 속성수 24,000 ha, 고무나무 7,000 ha 및 동부 칼리만탄주 따나 그로곳
지역 속성수 11,800 ha 면적을 대상으로 조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4) Lemongrass 추출물, 모기 퇴치제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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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나무 조림지 조성은 임업공사 II의 산림분야 핵심 비즈니스 다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또한 식량 사업 관련 공기업과 함께 10,000 ha 규모의 혼농임업 사업 개발을 시작했다.
Tumpangsari(임지 간작) 형태로 아카시아(Acacia mangium) 조림지 지역에 밭벼를 재배하는 것이다.
표 2-12. 임업공사 II 생산 실적(2014-2018)
제품/서비스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천연림 원목

m³

85,186

107,371

102,861

39,716

61,040

조림 원목

m³

93,638

106,794

143,630

108,729

17,229

천연 생고무

Kg

-

-

-

2,225

120,096

생수

Gallon

2,028

12,345

24,419

19,495

24,575

복구 사업

Ha

3,000

3,000

304

1,873

2,336

시트로넬라유

Kg

-

-

-

-

426

(출처: Inhutani II, 2019)

그림 2-10. 임업공사 II의 고무 조림지(왼쪽)와 생산한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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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업공사 III
3.4.1. 재무 실적

(출처: Inhutani III, 2019)

그림 2-11. 임업공사 III 재무 실적(2014-2018)

임업공사 III은 현금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1억, 70억 루피아의 당기
손익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는 생산 자산이 아닌 합작 투자 유치(Joint venture)로 비롯된 것이
고 2014년에 화재, 조림 실패, 도벌 등에 의한 작물 자산 차감으로 인해 1,693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
기도 했다.

3.4.2. 운영 실적
표 2-13. 임업공사 III 생산 실적(2014-2018)
제품/서비스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조림 원목

m³

5,205

842

-

-

-

고무 묘목

본

224,349

303,140

-

-

-

유칼립투스 묘목

본

-

8,260

-

-

-

천연 생고무

Ton

294

397

446

427

411

천연 생고무(협력)

Ton

-

-

-

-

79

복구/조림 사업

Ha

1,546

1,676

472

1,17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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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수액

Ton

-

-

-

-

353

옥수수(혼농임업)

Ton

-

-

-

320

516

팜 열매

Ton

-

-

-

-

1,431

(출처: Inhutani III, 2019)

임업공사 III은 천연림 경영 허가가 없고 조림지 원목의 경우 시장 수요와 생산 잠재력 하락으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생산을 중단했으며 목가공 시설도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목재 임산
물 생산이 없으며 비목재임산물로 송진(조림지), 고무, 혼농임업 농산물인 옥수수 등을 생산하고 있
다. 산림 서비스로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로부터 입찰 받는 사업인 보호지역 복구(RHL) 사업, 석탄
광산 개발에 따른 대체 조림이 필수인 광산 개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림 사업 등이 있고 이 사
업은 프로젝트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6년에 조림 면적이 472 ha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그
3배인 2천 ha로 늘어날 정도로 변동이 심하다.
임업공사 III에서 현재 주력으로 두고 있는 사업은 고무 사업으로 매년 그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
다. 2014년에 처음으로 2,000 ha 고무 조림 임지를 확보했고 2015년에 1,000 ha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3,000 ha의 고무 조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 조림지는 남부, 서부, 중부 칼리만탄 곳곳에
퍼져 있다.
장기적으로는 총 2만 ha 고무 조림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용량 3만 톤에 달하는 라텍
스 공장 건설도 계획에 있다. 고무 나무 조림 투자비용은 ha당 5,500만 루피아 가량이므로 이 계산을
기준으로, 임업공사 III는 2만 ha 고무 나무 조림지 조성을 위해 1조 1천억 루피아 가량의 투자비를
준비해야 한다. 천연 라텍스 생산 용량은 연간 ha당 1.12 톤 정도이므로 현재 임업공사 III 은 2천 ha
에서 연간 약 2,525톤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간 용량 3만 톤 규모의 라텍스 공장 투자 비용은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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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업공사 IV
3.5.1. 재무 실적

(출처: Inhutani IV, 2017)

그림 2-12. 임업공사 IV 재무 실적(2012-2016)

위의 그래프는 임업공사 IV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출 및 당기손익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당기손익의 경우 2012-2014 데이터 수집 못함). 2016년 한 해에만 송진 및 테
레핀 사업으로 엄청난 매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송진에서만 890억 루피아(85% 매출 기여), 테레핀
에서 99억 루피아(10% 매출 기여)의 매출이 일어났다. 영림공사와 협업을 통해 소나무 수액 판매량
이 전 해에 비해 6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753톤→4,323톤). 한편 조림 서비스 사업에서도 25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 임업공사 IV는 목재 임산물 사업 경영 허가가 없으므로 이익은 주
로 이런 비목재임산물이나 서비스 사업에 의존한다.

3.5.2. 운영 실적
표 2-14. 임업공사 IV 생산 실적(2012-2016)
제품/서비스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나무 수액

Ton

1,925

2,128

2,450

3,817

4,486

송진

Ton

N/A

N/A

N/A

1,61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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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 에스테르

Ton

N/A

N/A

N/A

-

158

테레핀

Ton

N/A

N/A

N/A

416

104

복구 사업

Ha

N/A

N/A

N/A

3,610

200

PLN 망그로브 복구 사업

Ha

N/A

N/A

N/A

-

109

Toba 호수 집수지 CSR

Ha

N/A

N/A

N/A

-

100

(출처: Inhutani IV, 2017)

비목재임산물인 소나무 수액의 경우 서부 수마트라와 아쩨 주 총 10개 지역에 소나무 수액 채취
림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량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임업공사
IV에서 생산한 송진은 영림공사에서 소유한 가공 시설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특이
한 점은 임업공사 IV가 단순히 원료를 납품 하는 개념이 아닌, 생산을 함께 하고 매출에 대한 이익
을 나누는 개념(Makloon)으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 내 지주회사-자회사 간 시너지
를 보여주는 일례로써, 임업공사 IV는 이를 통해 소나무 수액 및 송진, 테레핀, 로진 에스테르 같은
관련 가공품을 생산한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로부터 수주하는 산림 복구 사업은 2015년 3,600 ha에서 2016년 200 ha로
크게 감소했고 이에 2016년에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의 망그로브 조림 사업과 생수 기업의 Toba 호
수 집수지 조림 CSR 사업을 새로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투자와 관련하여, 임업공사 IV는 PTPN I(인니 농업공사, 14개 회사가 있음)과 함께 2013년 초 아
쩨(Aceh) 지역에 베니어 공장 건설 투자를 계획한 적이 있다. 생산 용량 27,500 ㎥의 공장 투자금은
665억 루피아에 달하며, PTPN I이 베니어 원자재로 사용할 팜나무 목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
두 공사는 PT Eco Plywood Indonesia (EPI)라는 이름으로 합작투자사를 설립하는데 동의하고 임업
공사 IV과 PTPN I 각각 60%, 40%로 지분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임업공사 IV과 PTPN I은
PPA(Perusahaan Pengelola Aset, 인니 자산운영공사)에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투입 지원을 요청했
다. PPA는 투자금 665억 루피아 중 465억 5천만 루피아 가량을 마련하였으나 두 회사의 자금 문제
로 현재까지 해당 공사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3.6. 임업공사 V
3.6.1. 재무 실적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업공사 V의 매출 및 당기 순익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매출의 경우
2016년에 비약적인 성장을 보인 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당기 순익은 2014년에 합작 투자사
처분을 통해 998억 루피아의 이익이 발생했고, 2018년에 고무 가격 하락과 생산량 미달로 인해 당기
순익 적자(15억 3천만 루피아)를 기록했다. 2018년 매출 약 200억 루피아에 대해서 매출 기여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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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제품은 사탕수수(99억)였고 송진/테레핀과 원목 제품 등 트레이딩으로 인한 매출기여도도
약 24%에 달했다.

(출처: Inhutani V, 2019)

그림 2-13. 임업공사 V 재무 실적(2012-2018)

임업공사 V는 람풍과 방카-블리뚱 지역 조림 사업 허가를 가지고 이 곳에서 고무를 생산한다. 또
한 그와 동시에 혼농임업을 이용하여 임지에 사탕수수, 카사바 등을 식재하여 일찍부터 생산 및 매
출을 얻고 있다. 기타 사업종으로는 인니 환경산림부에서 발주하는 보호림 복구 사업이 있고 송진/
테레핀 등과 관련된 비목재임산물 가공 시설은 없다.

3.6.2. 운영 실적
표 2-15. 임업공사 V 생산 실적(2014-2018)
제품/서비스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천연 생고무

Kg

404,750

47,118

47,710

16,879

9,906

사탕수수

Kg

-

75,611,167

카사바

Kg

1,069,756

2,197,322

6,687,075

복구 사업

Ha

60

-

50

88

60

코펄 수액

Kg

-

-

-

15,000

45,000

195,831,800 407,277,600
1,402,775

19,651,000
1,79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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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 송진/테레핀

Kg

-

-

1,644,240

635,925

1,560,610

- 티크/소노클링 원목

m³

-

-

-

1,046

871

(출처: Inhutani V, 2019)

천연 고무 생산량은 2014년에 404톤으로 양호한 실적으로 보였으나 2018년에 9.9톤으로 급격히 하
락하였다. 임업공사 V의 람풍 지역 사업장은 이곳을 점유하고 있는 원주민이 관습적 토지 이용 권
리를 주장하여 지역 사회와 큰 갈등을 겪다가 2013년에 인근의 12,215 농가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고
무를 생산하였다. 합의 내용은 향후 고무 판매가 이루어지면 농가에서는 임지 운영 및 생산 비용으
로 이익의 70%를, 임업공사 V에서는 사업 허가 보유자로서 30%를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약속한 내용이 초기와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탕수수는 2015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2017년까지 생산량이 지속 상승하였으나 2018년에 고무
와 비슷하게 전년도의 1/20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 역시 임업공사 V와 주민들 간 계약 내
용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다. 카사바의 경우 지난 5년 간 총 13,155톤을 생산했고 평균적으로 연간 약
2,600톤씩 생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사업의 경우 임업공사 V는 다른 임업공사와 다르게 2014년 합작 회사 처분
으로 운용 자금에 여유가 있는 편으로, 이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송진/테레핀 트레이딩
사업의 경우 현재 영림공사에서도 송진을 통해 크게 이익을 얻고 있고, 시장 현황이 좋고 이익율이
높아 회사에 매출 기여도가 높으므로 향후 주력사업으로 펼쳐나가는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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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업 포지션 분석
4.1. 외부 요인
거시적 분석으로서 외부 요인인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PESTL)과 관련한 조건을 살펴보고
자 한다. 아래 표에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슈들과 관련해서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주요 상품 및 상품의 시
장 선호도에서 기인한다.

4.1.1. 거시적 환경
영림공사는 조직 유지 기간이 오래된 만큼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
에는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적인 면에서 변화가 점점 커지고 있
다. 아래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산림 사업에 이들이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영림공사 및 임업공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측면의 이슈들을 볼 수 있다.
표 2-16.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거시적 환경 분석
No.

이슈
· 식량 안보 지원을 위한 산림 지역 이용 및 활용 협력에 대한 2016년 환경산림부 장관령(P81/2016)

정치

· 영림공사(Perum Perhutani) 사업 지역의 사회 임업(social forestry)에 관한 2016년 환경산림부
   장관령(P83/2016)
·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등 선진국 무역 정책
·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는 지속 성장을 이어가서 매년 5.2~5.5% 성장률을 유지. PWC에서는 2030년에

경제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가 전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이라고 예측
· 세계 경제 개선되어 3~3.3%대 성장 예상
· 지역 간 연결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소셜미디어와 그와 관련한 신규 시장에 대한 이해와 선호가 높은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

사회

· 민주화와 정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강해짐
· 비판적 소비자, 프리미엄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해 더욱 민감
· 목가공용 장비와 기계에 있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함

기술

· 생활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Mobile, 이동식 기술 사용 증가
· 빅데이터 사용을 통해 기존에 제품을 마케팅 하던 방식에 변화
· 경쟁 제품이 될 수 있는 신제품 개발(대체)
·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하라는

환경

   국제적 압력
· 산림 전용, 산림 황폐화 및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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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슈들은 선진국의 정부 정책과 무역 정책을 변화시키므로 산림 경영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목재 사업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비즈
니스에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 펄프 및 제지 제품에 대한 미국의 덤핑, 보조금 문제는 이들 제
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제재목, 합판, 몰딩과 같은 다른 인도네시
아 목재 제품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영림공사는 이와 같이 무역 전쟁(무역 정
치)의 영향, 특히 목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 아시아(일본, 한국, 인도) 나라들의 정책에 영향을 받
는 경우가 있다.
한편 국내 정책의 경우, 영림공사는 자바 섬과 마두라 지역의 산림 개발 및 관리 주체이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사회적 임업과 식량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임업공사는 자바 섬 이외 역에서 식량 작물(옥수수, 사탕수수, 쌀) 식재를 위한 독
자 사업 또는 투자자 혹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데에 동참해야 한
다. 이런 참여는 혼농임업 사업, 특히 식량 작물 생산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업들이 이미 임업공사 II, III, V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임업공
사 I, IV에서는 혼농임업 사업에 아직 집중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경제 성장률이 연간 약 5.2-5.5%에 달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일
반적으로 3.0-3.3%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영림공사의 성장은 현재 상태로부터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된다. 세계 경제 성장에 혁신과 변화가 있다면,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에 진입할 것이다. 임업공사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 고무와 송진 사업을 위한 사업
자본과, 작물 생산성 부문에 대한 투자(고무, 까유 뿌띠, 일년생 작물-옥수수, 카사바, 콩, 대두 및 쌀
에 대한 투자)이다.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아래 표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도
네시아의 상대 실업률을 보여준다. 이 표는 2000년대 원자재 호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혜택을 보면서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당시 인도네시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결과적으로 실업
률은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는 원자재 호황이 글로벌 경제 둔화로 갑자기 종료됨에 따라 인도네시
아 경제가 둔화되면서(2011-2015) 중단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변동성이 큰 원자재 가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원자재(미가공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은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더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하고 마찬
가지로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표 2-17. 인도네시아의 상대적 실업률
실업률 (총 인력 대비 %)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10.3

9.1

8.4

7.9

7.1

6.6

6.1

6.2

5.9

6.2

5.6

  5.5  

5.1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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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에서 대두되는 것은 자바 섬은 물론 이외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토지 사용에 관한 갈
등이다. 자바 섬의 영림공사 토지 문제는 주로 산림 주변의 마을에서 식량 작물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반면 자바 섬 외부에 사업장이 위치한 임업공사의 토지 갈등은 마을 농장 및 사기업 농장,
광업(석탄, 니켈, 납 등), 도시 확장 등의 토지 수요로 일어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해 인도
네시아 정부는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마을림(Hutan Desa, HD), 지역공동체산림(Hutan
Kemasyarakatan, HKm), 마을 조림지(Hutan Tanaman Rakyat, HTR), 임업 파트너십(Kemitraan
Kehutanan, KK), 관습적 권리에 의한 산림(Hutan Adat, Had))을 통해 지역사회가 산림 경영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는 목재 임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기계 및 장비 사
용의 변화이다. 구형 기계보다 출력(수율)이 크고 정밀도가 높고 속도가 빠른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목재 이외의 산림 제품에 대한 기계 및 가공 장비의 변화 및 개선이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선호 변화로 기존 목재를 강철, 알루미늄, 철, 석면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목재 수요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 측면의 영향은 영림공사와 임업
공사 간에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의 경우, 기존 천연림을 비(非)산림은 물론이고 조림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따른 환경 훼손(산림 황폐화 및 산림 전용)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다. 임산업 제품에 대한 압력의 경
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Chain of Custody(관리 연속성)를 적용한 인증 획득이 요구되고 있다. 현
재 인도네시아는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법적 문서로써 V-Legal(목재 적법성 증명)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트렌드 변화는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4.1.2. 사업 분야별 환경
분야별 외부 분석에는 영림공사와 임업공사가 수행하는 후방산업 업종과 생산하고 있는 임산물
에 대해 다룬다. 아래 그림에서는 영림공사의 원목 매출이 2014년부터 감소했고 그 이후에도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반면, 로컬(주민) 티크 원목 시장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림
공사의 원목 감소는 무엇보다도 구매자들이 티크 외 다른 수종 목재로 수요를 변경하였고 경쟁력
면에 있어 영림공사의 판매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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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14. 인도네시아 원목 시장(2016-2021)

(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15. 인도네시아 원목 시장 및 영림공사 원목 가격(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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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공사의 목재 임산물 가공 사업을 전방산업화 하는 것은 가공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적으로 부
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전방산업화가 2-3 배의 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많은
투자와 특수한 기술을 개발해야 함을 보여준다.
표 2-18. 목재 전방산업 관련 영림공사의 전망
원목
판매가
(2016)

투자

필요
역량

제재목

· 티크: 4.9백만 루피아/㎥
· 하드우드: 2.6백만 루피아/㎥

· 3.7백만 루피아/㎥

· 소프트우드: 1.5백만 루피아/㎥

목가공
· 베니어: 6.9백만 루피아/㎥
· 합판: 10.6백만 루피아/㎥

· IRR 20%, 15년 이하 윤벌기

· IRR 25%

· IRR 15~18%, 베니어 및 합판

· IRR 최대 30%, 20년 이상  

· 대지, 설비, 건설 비용 포함 총

· IRR 50~60%, 가구

   윤벌기

   175 십억 루피아

· 총 475 십억 루피아

· 산림 및 조림지 관리
· 원목 벌채
· 대량 거래, 판매

· 기계 작동과 제재목 생산
· 고객 요구 기반 영업&판매

· 다양한 사양 개발
· 기계 작동과 목가공품 생산
· 영업&판매 방향성 설정
(출처: Perum Perhutani, 2017)

원목 생산에서 제재목, 베니어, 합판 등으로 전방산업화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 자금이 요
구된다. 제재소 투자에는 기계,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1,750억 루피아가 필요하다. 자금 외에 기
계를 잘 관리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 구매자 수요에 맞추어 제재목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역
량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영림공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재목 사업의 IRR은 25%에 달하므로
이 사업은 향후 발전 전망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베니어 및 합판 사업의 경우 IRR은 약 1518%에 불과하여 사업 개발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반면 가구 사업의 경우 IRR이 50-60%로 추정
된다.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 필요 자금은 4,750억 루피아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역량은 제재목과
유사하지만 제품 사양 개발과 같은 더 구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비목재사업(송진/테레핀,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5))에 있어 영림공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는 향후 지속 발전, 개발할 가치가 있는 사업 분야이다. 아래 그림에서 글로벌 송진과 테레
핀 시장 규모 증가 전망이 2021년까지 연간 약 5% 인 것을 볼 수 있다.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의 성
장세는 비교적 평탄하고 생산량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약 15%이긴 하지만 생산과
시장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인도네시아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되며 자극적인 냄새가 남. 비강 확장, 발한 등의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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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16. 글로벌 송진&테레핀 시장 전망

(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17. 인도네시아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시장

Chapter Ⅱ -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87

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고무 사업이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새로운 돌파구이다. 인도네시아
는 그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계 천연 고무 시장 중에서 세계 최대 천연 고무 수출국의
위치에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세계 천연 고무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고(각각 28%, 37%),
2015년까지 세계 고무 가격이 공급과잉으로 하락하여서, 수요는 천천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은 세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천연 고무의 현황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이 부진한 경향
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상태는 특정 기간 동안의 변동이므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18. 인도네시아 천연 고무 수액 시장(2013-2021)

영림공사는 생산 작물의 70%가 식량 안보 3대 작물(옥수수, 사탕수수, 밀)인 혼농임업 시장에서
옥수수, 사탕수수, 밀, 커피, 카카오와 같은 식량 작물 생산을 위한 혼농임업 사업 또한 운영한다. 앞
으로 영림공사는 식량 안보를 위한 3대 작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혼농임업 작물에도 초점
을 맞출 것이다. 이에 토지 이용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 최적화는 식량 안보 지원 차원에서 혼농임
업 작물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사회협력산림경영 (PHBM)에 있어 영림공사의 지향점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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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19. 인도네시아의 3대 식량자급 작물(쌀, 옥수수, 사탕수수)의 수요와 공급

향후 2021년까지 식량 안보 3대 작물은 부족을 겪을 전망이다. 쌀 생산량은 2021년 식량 안보에 도
달하기까지 수요와 공급간 갭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옥수수의 경우 여전히 수입 구매가
필요하지만, 국내 커피 생산량은 높아서 잉여 생산량에 대해 수출이 가능하며, 사탕수수 생산량은
공급 부족량이 가장 커서 좋은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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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와해적(Disruptive) 경향 분석
와해적 경향 분석의 핵심은 특히 기술 변화로 초래되는 소비자 선호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다. 아래 그림은 주로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글로벌 산업의 움직임 때문에 기업 운영이 역동적으
로 변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세계 산업의 와해적 경향은 ①디지털화 및 사물 인터넷(IoT)의 혁신, ②
물리적 상점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진화, ③모바일 기기 사용, ④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글로벌 소
비자와 브랜드 인식으로 나타난다.
표 2-19.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와해적 경향
경향

내용
· IoT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객체 사이에 네트워크를

1. 디지털화 및 사물
인터넷(IoT)의 혁신

   형성 할 수 있다.
· 가치 사슬 전반적으로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혁신
· 예방적 장비 유지보수, 창고 자동화, 소비자 연결 증가 등

2. 오프라인 상점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진화

· 전세계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사용 감소-소비자가 온라인 구매로 전환
·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음
· 이윤 극대화를 위한 오프라인/온라인 상점 간 최적의 균형을 찾은 것이 중요
· 상품 품질과 가격 비교는 물론 오프라인 매장 위치까지 확인 등 구매 전 활동을 위한
   강력한 매체

3. 모바일 기기 사용

·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 정보 교환과 피드백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기능
· 고객 경험에 있어 모든 종류의 기기에서 일관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주요 글로벌 브랜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4.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 노동자 단계부터 법을 준수하고 더 건강하게 생산되는 착한 상품

글로벌 소비자와 브랜드

   (Socially responsible) 거래 증대

인식

· 회사는 정부에 사회/환경 이슈와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주지시키기 위해 로비 &
   기타 자원에 투자

와해적 경향의 역동성은 급격한 시장 변화를 일으켜 산림 회사를 더욱 활동적이고 민첩하게 변하
도록 만들었다. 세계적인 산림 회사들은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IoT와 디
지털화를 통합, 개발하였다(예: 산림 지역에 통합 원격 탐사 및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에
있어 작업 흐름 등 향상). IKEA의 경우에는 “구매 여행” 같은 혁신적인 컨셉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상점의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방문객을 증가시켰다. 영림공사는 2015년부터 온라인 상점을 열고 판
매를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거래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중간 상인이 필요 없어지며 높은 반응 속
도로 글로벌 고객과 시장에 접근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림공사의 온라인 매장은 고객
관리뿐 아니라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최적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하며 마케팅 및 판매를
지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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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글로벌 산림 산업 분야의 정보 기술 혁신

글로벌 산림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및 기술 혁신에는 ①지리정보시스템, ②원격 탐사,
③가상 현실, ④스캐너 및 최적화 프로그램, ⑤생명 공학 및 ⑥센서 추적 등이 있다. 따라서 인도네
시아 곳곳에서 많은 양의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중인 전방 및 후방산업의 복잡성을 제어해야 하는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입장에서,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술 적용이 매우 중요해졌다.

4.3. 벤치마크(Benchmark)
영림공사와 임업공사가 벤치마크 삼고 있는 회사의 예를 들기 위해, 특히 인적 자본에 대해 막대
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회사의 성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영 기업으로서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회사로 PT Telekomunikasi Indonesia (TELKOM, 통신사)과 PT Kreta Api
Indonesia (KAI, 철도공사)를 들 수 있다. 이 두 회사는 물론 같은 임업 분야의 회사는 아니지만 인도
네시아 국영 기업에 대한 관리 검토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회사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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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조직의 문화와 사고 방식을 바꾸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다. 영림공사는 2017년 중반부터 개선의 진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회사의 새로운 가치, 즉 ‘진실성,
혁신성, 고객 중심 및 우수성’을 꾸준히 공식화 해 왔다. 새로 설정한 이 가치체계는 앞으로 회사의
경영 지침으로 역할하기 위해 이사회 결정서 No. 1.431/Kpts/Dir/2017을 통해 전사 직원들에게 선포
되었다.

4.3.1. PT Telekomunikasi Indonesia (TELKOM)
TELKOM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는 영림공사가 현재 추구하는 역량 기반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했다는 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TELKOM은 성공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변모한
회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수한 벤치마크 사례이다. TELKOM의 성공적인 혁신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TELKOM은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 중 하나로 Good Corporate
Governance를 적용했다. 조직 문화에서 성과 문화로의 전환을 엄중하고 집중적이며 체계적
으로 진행했다. 또한 TELKOM은 인적 자원이 조직 혁신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인적 자원을 회사의 목표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CSR을 통해 개발 주체로
서의 책임을 수행했다.
(2) 조직 문화에서 성과 문화로의 전환을 일으킨 TELKOM이 인적 자원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된다. 그 지표 중 하나인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점유율의
경우, 외국 공급 업체가 인도네시아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TELKOM은 다양한 제품종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수요를 항상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정보 통신 서비
스 제공 업체가 되었다.
TELKOM 성공의 열쇠는 첫째, 조직 구성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지도부의 모
범적 태도, 둘째,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및
구조적 측면의 조직 구조화, 셋째, Pure Business Entity로 변모한 TELKOM이 기업의 사업을 혁신하
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기업가 정신 개발, 마지막으로,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TELKOM의
이미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TELKOM의 혁신을 성공시킨 요소들을 위와 같이 살펴보면 기본이 되는 2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펀더멘탈 전환으로 여기에는 성과 관리 시스템, 행동 사고 방식 청렴화, 서비스 집
중(Customer Centric Company),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 관리의 개발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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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환으로, 점점 예측할 수 없는 경쟁 조건에 직면 한 상황에서는 사업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합한 사업 전환을 기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은 결국 경쟁력과 전반적인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이루게 한다.
벤치마킹은 때때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회사의 비전&
미션과 벤치마킹 프로세스 간 비호환성, 두 번째, 벤치마킹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 결과에 변화가 없는 경우, 세 번째는 회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벤치마킹과 보유한 인적 자원의
불일치이다.

4.3.2. PT Kereta Api Indonesia (KAI)
철도 산업 발전과 규제 변화에 따라, 자유 경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철도 산업에서 안전, 고
객, 안락함과 적시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07년 법령 No.23이 마련되었다. 이 같은
개선과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사 경영, 경쟁력 마련, 회사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조직 개
혁을 통한 내부 통합이 뒤따라야 한다.
KAI의 비전은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철도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미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기업 지배 구
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운송 사업의 최우선적 가치는 안전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
명 중 안전이라는 첫 번째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적시성, 서
비스 및 편의성 역시 실현되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주안점은 철도 문화 유산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었다. 또한 여러 조직 경영 단위에서 조직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회사 자산 개발과 자산 정
리를 위한 생산과 비생산 자산 단위에서, 두 번째, 고객 만족을 위한 회사 서류 정리에서 이루어졌
다. 정리 절차를 거쳐 건전한 철도 회사 구성을 위한 몇몇 조직은 자리를 보전하였다.
이 조직은 비생산 자산 중 문제가 없는 곳보다 있는 단위가 더 많은 상태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
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야 했다. 이 외에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
해 특별히 조직 단위를 구성했다. 2008년에는 113건이던 사고가 2009년에는 100건으로 줄었고 2010
년 사고 발생 횟수는 76건으로 줄었는데, 사고율 저하에 성공했다는 것에서 조직이 그 기능과 업무
를 매우 잘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T KAI와 몇몇 다른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금과
배당을 통해 주 수입에 기여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 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KAI는 재무적 성과 외에도 2010년에 액체 변환 폐기물 처리 기술 사용으
로 선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친환경 열차를 런칭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여러 제품
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다.
미래에는 환경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NGO가 선도하는 지역 사회의 요구 조건이 사업에 압박을
가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전철(Bogor-Jakarta 간) 건설의 사례는 에너지 절약 외에도 공공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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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기 오염 저감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기술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철도 선로 주변의 조림 활동은 KAI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고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의 조직 모델과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철도 사업 및 그 지원 사업을 운영한
다.’는 미션에 따라 진정으로 환경을 위하는 회사임을 보여준다. 이들의 미션은 4 개의 주요 가치, 즉
①안전, ②적시성, ③서비스, ④편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영진은 또한 물리적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KAI의 인적 자원의 성격 또는 행동 변화라며 ‘
변화할 때’라는 테마를 발표했다. 또한 이 변화에 이어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개발의 기초로서 회사가
각각의 업무에 대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표준을 갖게 하기 위한 업무 역량 기준 적용이 이어졌다.
2018년까지 계속되는 성과와 성공은 변화에 대한 모든 KAI의 경영진 및 직원들의 관심과 진지한 태
도 덕분이다. 조직의 변화와 개혁은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부 열의를 불
러 일으켰다

4.3.3. 동종 업계 사례(IKEA)
영림공사와 유사한 산업계의 비즈니스 사례로는 IKEA가 있다. IKEA는 강력한 대외 구매 기술과
정보 기술 인프라를 통해 지원되는 건전한 관계 관리를 통해 공급 업체와 함께 확고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 아래 그림은 IKEA가 ①원목 수급 지속 가능성, ②시스템 및 IT 인프라 지원, ③뛰어난 구
매 기능 등을 포함한 전략 플랫폼을 통해 견고한 성장을 이뤄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1. IKEA의 전략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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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플랫폼 즉, 원목 수급 지속 가능성의 경우 대규모 원목 수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
로써 대량의 원목 조달을 저비용으로 이루어 내는 것은 물론 지속성까지 추구할 수 있게 하여 목재
구매의 장기 연속성을 확실하게 제공한다. 두 번째 플랫폼에는 원목이 생산되는 산림부터 가공되는
공장까지 연결되는 회계 감사 IT 플랫폼인 산림 추적 시스템(Forest Tracking System)과 전세계에 있
는 원목 공급 업체들에 대해 웹 기반 디지털 지도를 작성하여 수급에 대한 데이터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가 포함된다. 세 번째 플랫폼, 즉 뛰어난 구매 기능의 경우
전 세계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무역 사무소의 구매 팀이 회사와 협력하는 산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통합 공급 업체를 탐색, 관리 및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목재
Selection, Monitoring,
Support, Audit, Evaluation
Supplier &
Sub. Supplier

Trading Service
Officers

피드백
Training, Know How,
Business development

Forest Specialist

그림 2-22. IKEA의 공급자 상호 작용 체계

IKEA가 공급 업체와 구축한 상호 작용 체계 및 구매 기능은 다음과 같다. Trading Service
Office(TSO) 소속의 구매 담당 직원은 매일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고 산림 전문가(Forest Specialist)는 주요 산림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 관리, 공급자 트레이닝
능력, 전문 지식을 갖추고 목재 수급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두 조직은 아래와 같이 기능한다.
(1) TSO-FS 간의 협력은 공급 업체 관리에 중요하다.
(2) FS는 사업 개발을 하며 연간 원목 조달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3) FS는 TSO에 원목 공급자 트레이닝 및 원목 조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4) FS는 공급 업체 및 잠재적 원목 수종 식별에 있어 TSO를 지원한다.
IKEA는 국제적으로 세계 목재 사업, 특히 영림공사가 생산하는 티크 및 기타 수종 목재 가공 업
체로서 잘 알려져 있다. IKEA는 국가 간 IT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공급 업체(산업 원자재
인 원목/목재 공급 업체)와의 좋은 관계, 특히 영림공사와의 관계를 구축하여 발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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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영림공사의 향후 투자 전략
5.1. 영림공사의 최근 동향
영림공사 그룹(영림공사 및 임업공사)의 투자 계획은 미래의 기업 및 사업 전략과 일치해야 하며,
최근 몇 년 동안 달성된 성과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성과 면에서 영림공사는 최근 2014년에서 2017
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매해 각 4.6조, 4.1조, 3.7조, 3.6조 루피아의 매출을 기
록하였으므로 연 평균 3,000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 하락이 일어났고 2016년에는 당해 순수익이 적
자(-3,573억 루피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무적인 문제는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어, 당시 유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약 2,000 억 루피아에 불과하였는데 영림공사의 월급만해도 한 달에 1,000억 루피아
규모이며 당시 납부해야 하는 토지 건물세도 2,000억 루피아에 달해 있었기에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벌채까지 장기간이 요구되는 하드우드(Hard wood) 조림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기존 고객들의 상당 수가 영림공사와의 재거래를 고려하지 않는 것, 또 현재 송
진/테레핀 사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기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결단을 주저하고 있는 것 등이 문제
점이다. 또한 비즈니스 절차에 있어서도 주문한 목제품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계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실제로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
은 바 있다. 이는 시장의 당연한 요구이고 영림공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영림공사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절차를 재구축하고 속도, 비용, 품질 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 모멘텀으로써 작
용할 수 있다.
수익구조에서 있어서도 영림공사의 하드우드 사업 의존적인 측면은 결국 제품 생산까지 30년 이
상의 장시간이 필요한 티크 같은 수종을 다루는 사업을 회사의 주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기업
경영 맥락에서 좋지 않은 형태이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단기, 중기 및 장기 소득 사업 모델 간에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투자자나 파트너십 구축에 있
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림공사에서 관리중인 산림의 일부는 인근 주민농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되기도 하는데, 그들은
식재된 나무를 가꾸고 다양한 훼손 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영림공사로부터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
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따라서 티크와 같이 수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종에 사업이 집중된 것
은 다달이 먹고 사는 지역 농부들에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 공생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에 결과물을 만들어 나눌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단기, 중기 수입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졌다. 단기적으로는 산촌 공동체(MDH, Masyarakat Desa Hutan)
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이 조림 하층에서 밭 작물, 과실수, 커피 등을 재배하는 혼농임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3-10년이면 벌채가 가능한 수종인 셍온, 칼리안드라, 곤약
(Porang)같은 수종이나 고무나무를 조림하는 것이다. 장기 수입을 고려한 비즈니스로는 티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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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우드 수종 조림이 해당된다. 산림 경영은 지역사회 권한 부여를 통해 이들도 동일한 이익을 분
배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 사회가 때로는 도벌 등 산림 훼손을 유발하기에 이
들의 참여가 없이는 산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영림공사는 수익 구조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림 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영림공사가 관리하는 여러 산림 지역에서 생태 공원(Ecopark) 관
광이 개발되고 있다. 이미 610개의 자연 관광 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잘 알려진 곳으로는
Kawah Putih, Cikole Jayagiri, Curug Cilember, Curug Cipamingkis, Sentul Eco-Edu Forest, Kedung
Songo, Tanjung Papuma, Pulau Merah, Wana Wisata Gunung Galunggung, Wana Wisata Urug
Tasikmalaya 등이 있다. 또한 Ciwidey의 Patuha 리조트, Lembang의 Cikole Jayagiri 리조트 같은 3성
급 숙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생태 관광 개발 전략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영림공사가 보
유한 풍부한 토지/산림 자산 덕분이기도 하다.
관광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영림공사가 서부 자바 센툴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9,000 ha
면적 중 600 ha를 생태 공원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영림공사와 미국의 투자자는 이 지역
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에코 테마 파크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내용의 MoU에 서명한 바 있다.
영림공사 그룹의 산림 자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 사업은 현재 리브랜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방법은 ‘Canopy’라고 하는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관광 대상지가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것
은 아니고, Canopy 범주에 포함된 예로는 서부 자바의 Kawah Putih와 동부 자바의 Banyunanget이
있다. 이런 관광지에서는 관리 정보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되므로 경영 체계가 깔끔하고
투명하다.

그림 2-23. 좌) Cikole Jayagiri 리조트, 우) Kawah Putih 관광지

가공 산업의 경우, 현재 매출 기여가 높은 송진/테레핀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더 이
상 경쟁자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든 수준이 되었으므로 이 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해당 사업
에 있어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 베트남의 경우 공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을 제
시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림공사 역시 기존 방식에만 매달려서는 안되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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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영림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송진 외에 꿀, 까
유 뿌띠 에센셜 오일 등의 비목재임산물을 생산해 왔다.
영림공사에서 진지하게 준비중인 다른 사업은 바이오매스 분야이다. 영림공사는 이미 칼리안드
라와 글릴리시디아와 같은 바이오매스용 우드펠릿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종들을 식재하기 위해 15
만 ha 면적을 마련해놓았다. 가공 공장의 경우 Semarang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과 일본의 높은 우드펠릿 수요를 기반으로 향후 영림공사의 새로운 사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바이오매스는 선진국들의 친환경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2018년에는 재무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7년 매출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
인 약 3.6조 루피아 정도였으나 지출/비용 부분을 개선하여 당기 순익 4천 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오
히려 그 전보다 순이익이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매출 역시 증가하여 전년 대비 21% 증가한 4조 4
천억을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49% 증가하여 6,540억을 달성하였다.
운영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절차상 관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운영 방식을 꾀해야 하
며 재무적으로도 더 나은 거버넌스 가치 적용을 통해서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가능 하
다. 또한 티크 및 기타 수종 원목 판매에 의존하지 말고 바이오매스를 포함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들의 매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 분야의 경우에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산림 회사 수입의 25%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영림공사의 관광 사업 매
출 기여도는 5%에 불과하므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티크 조림지에 중점을 두었던 사업 운영 방식은 구조 조정을 통해 속성수종과 함께 균형을 이루
도록 개선해 나감으로써 유휴자산까지 최대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방식으로, 영림공사에게 있어 자원 기반 산업에서 기업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에 필요한 것은 항상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알맞게 부응하는 것뿐이다. 벤
치마크 사례 중 IKEA는 산림 분야 업체, 글로벌 가구 소매 업체 중 하나로서 항상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Kawan Lama 그룹 가구 소매점 브랜드 Informa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대
규모 확장 중이다.

5.2.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분석
앞서서 영림공사와 임업공사가 운영 중인 사업과, 각 사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 현황과 전망을 함
께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영림공사가 임업공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즉 티크 및 비 티
크 원목, 소나무 수액, 고무 수액, 복구/보전 서비스, 생태 관광, 혼농임업 농산물, 사고야자, 제재목
등 목가공품(베니어, 합판 목공품), 우드펠릿, 송진/테레핀, 까유 뿌띠 에센스 오일, 연지충 분비물
(Seedlak), 생수, 꿀 및 꿀물, 임업 훈련 서비스 및 청정 에너지 등) 중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①목가공 제품, ②우드펠릿, ③송진/테레핀 및 그 부산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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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24. 영림공사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포지션 분석

위 그림은 시장 매력도와 전략적 역량 부합도에 따른 주요 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1~7은 주요 사업, 8~18은 파생 사업, 19~21은 기타 사업을 나타내며, 포지션에 따라 매우
전망이 좋고 확장될 사업(Grow and Expand), 사업 재정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업(Align and
Grow Selectively), 사업처분-진입금지(Divest-Not Enter), 사업처분-외부위탁(Divest-Consider to
Oursource)의 네 개 종류로 투자 전략을 구분하였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협업 비즈니스 포
트폴리오를 포함하여 향후 영림공사의 중점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현황이 좋고 앞으로도 사업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티크 원목과 송진&테레핀,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제재목과 목가공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티크 원목, 송진&테레핀,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의 경
우 현재 영림공사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므로 운영에 있어 우수성을 추구하여 시장 대
응을 해 나가면 전망이 좋은 분야이고, 제재목과 목가공 분야는 영림공사에서 경쟁력이 약한 전방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송진과 테레핀 파생 제품, 우드펠릿과
생태 관광은 영림공사가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 임업, 혹은 1차 산업으로부터 더 나아간 분야이기 때
문에 가공 설비나 운영 등의 노하우를 외부, 즉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분야
이다. 고무나 코펄 수액의 경우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고려되는 분야이
고 복구 프로젝트와 임업 교육 같은 서비스 분야 및 비티크 수종 원목의 경우 수입 다각화를 위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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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볼 수 있는 사업이다. 혼농임업의 경우 영림공사가 주된 플레이어로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
역사회 협력과 정부의 식량 안보 프로그램 이행 차원에서 임지를 제공하고 타 공기업들과의 연계를
돕는 조력자로써 역할 해야 하는 사업 분야이다.
표 2-20. 영림공사 그룹 투자 전략에 따른 사업 분야 구분
Ways-to-Play

사업 분야
Further Improve

Grow and
Expand

송진&테레핀

operational

티크 원목

excellence

까유 뿌띠

Enhance
capabilities to

에센셜 오일
Acquire capabilities
Align and Grow
Selectively

Divest
/ Not Enter
Consider to
Outsource
/ Divest

via partnership

제재목

achieve operational

목가공

excellence

(몰딩, 베니어, 합판)
복구/보전 프로젝트

송진 파생 제품

Leverage capabilities 기타 수종 (비티크)
for opportunity

원목

Partner to acquire

우드펠릿

임업 교육 서비스

capabilities and run

테레핀 파생 제품

Partner to secure

고무 수액(라텍스)

operation

관광/생태 관광

customers

코펄 (Copal)

Leverage as enabler

혼농임업 생산품
자산 관리

Leverage

Provide asset to

(Asset Optimization)

partnerships

resources

생수 사업

BAU eventually

연지충 분비물,

청정 에너지

divest

사고야자

꿀&꿀물

(출처: Perum Perhutani, 2017)

위 같은 사업분야별 전략과 관련한 주요 이니셔티브는 6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운영 우수성 ②전방산업(목가공) 진입 ③수익 창출 다각화 ④사업 파트너 확보 ⑤사업 조력
⑥아웃소싱, 기존 상태 유지(BAU). 각 내용은 아래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표 2-21. 영림공사 그룹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 전략 사업 집중과 철회 고려 사업
이니셔티브

내용
운영 우수성 향상 및 티크 원목 고객 중심 효율화 - 프리미엄 티크용 최고급 틈새 시장 지향, 고객 선호도

운영 우수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렴한 티크 원목 개발과 다년(장기) 거래 고객 기반 구축
비즈니스 수익을 최대화하고 다년 거래 고객 기반 구축을 위한 기타 수종 원목운영 효율성과 고객 중심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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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수액 외부 공급처 모색을 통한 송진&테레핀 사업 운영 우수성 향상, 공장 생산성 향상, B2C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판매 촉진 및 다년 거래 계약 증가(90% 수출, 10% 국내)
전방산업
진입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전방산업 개척과 다년 거래 계약을 통한 역량 강화 - 단, 단기적으로는 15%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과 현재 고객을 유지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 생산량 증대에
집중해야 함
생산 능력 강화(인력, 공정, 기술)와 시장 입지 확대를 위해 티크 리브랜딩을 통한 목가공 제품과 제재목
마케팅 지원
내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잠재 고객에게 복구/보전 서비스 제공 - 환경 관련 CSR 프로그램을 가진

수익 창출
다각화

국영기업이 주요 타겟
산림 관리 및 산림 교육 사업 역량을 활용하여 잠재적 고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업적 서비스 개발 및
지역 사회(주로 산촌 커뮤니티)를 포함한 내부적 수요에 대한 지원 - 전문 인증 기관 사업도 개발 가능한
사업 중 하나임
파트너십을 통한 우드펠릿 생산 역량 구축 - 우드펠릿 원료 목재 공급원으로서 영림공사
생산성 향상 및 목표 고객 기반 구축(판매 대행을 통하는 것 외에)과 관련한 파트너십을 통해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 생산 역량 향상

사업 파트너

브랜드 캐노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계적 규모의 생태 관광 사업 투자와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확보

고무 수액(라텍스)과 코펄 수액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시장 대상 마케팅과 판매를 최적화하기 위한 타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영림공사 사업지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 및 투자 자본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사업 조력자로서 혼농임업 농산물 활용(사탕수수, 옥수수, 커피 등의 작물은 수요 증가 잠재력이 있고

사업 조력

식량 안보 정책 지원과도 연계된다) - 영림공사 그룹은 혼농 임업에 있어 지역 사회에 토지 제공, 기술
고문, 다른 공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종자/묘목 등 지원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
규정에 기반하여 중앙 집중식 관리와 협상을 통해 기회주의적, 계획적 방식으로 자산 최적화 수행
청정 에너지 및 생수 제품 생산 아웃소싱 - 영림공사가 자산 제공 역할을 하고 있음

아웃소싱,
기존 상태
유지(BAU)

영림공사 꿀 브랜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확보하고 수익성을 최적화-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휴지기가 필요할 수도 있음
연지충 분비물(seedlak, Laccifer lacca)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시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크게 줄어들 경우 사업 철회
파푸아 지역에 있는 사고야자 가공 공장은 아직 타당성 분석에서 제시된 최적 생산 용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공장 위치도 수요 중심지인 자바 섬이 아니므로 투자 철회
(출처: Perum Perhutani, 2017)

5.3. 투자 전략 이행 전제 조건
앞서 정리된 것과 같은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전략 이행을 위한 전
제조건 첫 번째는 역량 부분으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 시장 개척에 대한 역량, 공급 및 가치 사슬
구축에 대한 역량, 마케팅 및 고객 네트워크 관리 역량, 기업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기업 문화와의
융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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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 관련, 산촌 커뮤니티 (LMDH, Lembaga Masyarakat Desa Hutan) 산하 지
역주민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사업진행과정에 있어서 작업단위 및 사업단위와 자회사 간의 시너
지, 사업 과정의 연관성, 후원자를 위한 서비스, 후방산업을 위한 R&D 센터의 역할 최적화, 전방산
업을 위한 임산물 처리 과정의 운영 효율성 및 혁신 등의 내부의 시너지를 포함한다.

5.3. 투자 전략 이행 전제 조건
표 2-22. 투자 전략 이행 전제 조건
전제 조건

내용
마켓 인텔리전스 역량을 강화하여 계획 수립과 고객 중심 접근 방식 최적화
임업 분야 가치 사슬과 공급망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계획 역량 구축

인적 자원
역량

목재 및 비목재 제품의 전방산업 역량 강화
마케팅과 고객 관계 유지 능력 강화 - 고객 기반 강화(B2C)와 국내 및 해외 고객 대상 장기 계약
유치 및 유지
정해진 핵심 가치에 따른 기업 문화 변화
지역 사회(주로 산촌 커뮤니티)와의 공식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 트레이닝, 회원제 플랫폼, KPI
결정, 토지 할당 등이 포함

내부 시너지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물론 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작업 단위, 사업 단위, 자회사들과의 시너지 향상
후방산업 부분에 있어 영림공사 그룹 성장 지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자와 묘목 혁신 및 후방산업
부분의 생산 과정 혁신과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영림공사 연구개발센터 역할 최적화

통합 공급망 플랫폼과 Hub and Spoke(대도시 거점 집중 방식)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후방산업부터 전방산업까지 제품은 물론 지역 간 연결을 통해 생산성 최적화
계획, 운영, 수확, 생산, 마케팅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 데이터 관리 및 보고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기반 플랫폼 개발

시스템 및
기술

비즈니스와 운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 개발 -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등
전방산업 및 생산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 향상 - 목재 및 비목재 생산 제조 기술
드론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모니터링과 토지 보안 기능 강화
투자자 및 지역 사회 (특히 산촌 커뮤니티, LMDH)와 협력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체계 개발

공식화된 전략적 방향에 따라 조직 구조 조정
조직 구조

파푸아 지역에 있는 사고야자 가공 공장은 아직 타당성 분석에서 제시된 최적 생산 용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공장 위치도 수요 중심지인 자바 섬이 아니므로 투자 철회
(출처: Perum Perhutani, 2017)

세 번째는 시스템과 기술 관련 조건으로 전•후방산업의 생산성 최적화를 위한 통합된 공급체인
개발, 통합된 데이터 관리 및 보고의 최적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전반적인 사업과 운영 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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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 플랫폼 개발, 산촌 커뮤니티와 투자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포함한다.
전략 이행을 위한 마지막 전제 조건은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 구조이다.
또한 이 전제 조건은 조림 및 벌채, 비목재임산물 채취와 같은 후방산업과 임산물 가공 및 혼농임
업 농산물 가공과 같은 전방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3.1. 후방산업(Upstream) 전제 조건
아래 표는 앞서 정리했던 전략적 추진 방향에서 후방산업이 갖춰야할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현장과 관련된 작업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와 물리적(토양 적합성)인 면은 물론 인근 지역
사회의 특성, 대민 관계 등 사회적 측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2-23. 후방산업을 위한 이행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인적 자원
역량
내부 시너지
시스템 및
기술
조직 구조

전략적 계획을 위한 권장사항
1.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현장인력 준비과정에 대한 이해
2. 공기업 간의 통합된 기획을 위해 후방산업 시장구조에 대한 지식 필요
3. 개발할 식재 수종에 부합하는 토지 할당
1. 지주회사와 영림공사의 자회사 간의 시너지
2. 임산물 가공 처리 과정 간의 효율성
1. 현장 모니터링 기술과 드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 기술
2. 통합된 공급 체인
3.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배 기술 활용
1. 하위 조직 강화
2. 현장 안전관리 조직 구성
(출처: Perum Perhutani, 2017)

5.3.2. 전방산업(Downstream) 전제 조건
전방산업을 위한 이행 전제 조건은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합한 기술 사용과 기술 감독
을 강조한다. 기술 및 기술 적용에 필요한 자금, 시장, 네트워크 활용 역량을 가진 비즈니스 파트너
와 협력을 통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다. 내부 조사에 따르면, 송진/테레핀의 부
산물은 영림공사와 그 자회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임산물 중 하나인데, 원자재 수급 관리 소홀로
인해 원자재 부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영림공사와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림공사는 실적이 좋지 못한 임산
물들을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국영기업 혹은 민간기업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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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전방산업을 위한 이행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인적 자원
역량

전략적 계획을 위한 권장사항
1. 임산물 가공산업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
2. 공기업 간의 통합된 기획을 위해 가공임산물 시장 혹은 자유시장 구조에 대한 지식 필요
3. 사업파트너 혹은 자가 소유한 사업과의 관련성
1. 지주회사와 영림공사의 자회사, 판매자 간의 시너지

내부 시너지

2. 효율적인 임산물 가공처리과정 감독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3. 양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조사 결과의 활용

시스템 및
기술
조직 구조

1.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기술 활용
2.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통합된 데이터의 보고 및 이용 최적화를 위한 정보기술 플랫폼
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계 및 기구 기술 사용
1. 임산물 가공 산업 단위 내 조직 구조 강화
2. 신속한 정보 전달과 의사 결정을 위한 수평적 조직 구조
(출처: Perum Perhutani, 2017)

5.4. 사업 리스크 분석
향후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 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주요 요소들
은 다음과 같다.
a. 경제불황
b. 자연재해
c. 직원태도
위 3가지 요소 이외에도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시장 동향에 영향을 주는 생활 양식의 변화, 신
기술의 발전, 문화의 변화 등은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력 수급 문제를 포함하여 전
략 및 마케팅의 오류, 부적합한 결정 조치, 사업 준비 미숙, 경영관리 및 시스템의 부족, 책임감 부족
등도 사업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업기획의 미완성, 기대에 못 미치는 자
질, 경험 부족,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등은 사업 실패를 유발하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앞서 언급한 위험요소들을 바탕으로 영림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각
사업의 리스크 포지션을 설정하고 있다. 리스크 수준은 물리적인 위험과 재정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측정되었다. 물리적인 위험에는 질병과 해충 피해, 건기 철 가뭄 피해, 산불 피해, 목표 생장 미달 등
이 있고, 사업기획 및 운영의 실패, 식재 및 판매시기 실기(失期) 등의 관리 소홀도 물리적 위험에 포
함된다. 재정적인 위험의 경우 재정 조달 지연으로 인한 공장/시설 건설 차질 문제, 임산물의 가격
민감성, 낮은 판매가격, 높은 사업운영비, 낮은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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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25. 영림공사 사업 리스크 분석

물리적인 위험이 가장 큰 임산물은 비(非)티크 목재 가공품이다. 비(非)티크 수종은 평균적으로 빨
리 성장하는 반면 가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존관리가 소홀해지면 쉽게 부패한다. 재정
적인 위험이 가장 높은 임산물은 고무 수액이다. 고무나무 식재 비용은 높으나 식재 실패 위험이 상
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위험에 비해 재정적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산물은 송진/
테레핀과 그 부산물,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광/생태 관광, 고무 및 코펄 수액 가공품 순이다.

VI. 투자 협력 분야 모색
6.1. 영림공사, 임업공사의 사업 협력 사례
지금까지 영림공사는 자바 및 마두라 지역에서 100년 넘게 산림을 관리해 왔으며 티크 및 기타 수
종 원목(소노클링, 마호가니 및 기타 아름다운 무늬가 특징인 수종) 사업에서 독자적으로 성공을 일
궜다. 산림 내외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영림공사의 특징이지만, 이 협력은 중소 기업 규모의 기업을
발달시킬 수는 없었다. 자바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과의 많은 운영적 협력이 수행되었지만 글로벌
목재 산업 부진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협력 범위는 지역 사회나 국내 기업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 간 체결한 조림 투자 양해각서로 인해 한국 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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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행하는 아카시아, 셍온, 고무 나무, 바이오매스용 수종 등에 대한 조림 기반 프로젝트가 여럿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중부 자바 Semarang 지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현지 법인이 영림공사와 협
력한 에너지용 수종(글릴리시디아)에 대한 시범조림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용 목재 사업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대안의 하나로써 영림공사와 그 자회사(임업공사)에서 사업 개
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같은 지역의 KPH에 우드펠릿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협력 노력을 이
어가고 있다. 임업공사 III 역시 한국의 민간 기업들과 바이오에너지 수종 관련 협력을 하고 있지만
컨소시엄의 투자 자금과 정부의 정책 및 낮은 우드펠릿 가격(한국 - US$ 120/톤, 일본 - US$ 140/톤)
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우드펠릿 가격이 한국보다 높지만 일본 업체는 지속 가능
한 산림 관리 관련 주요 요구 사항으로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적이어서 영림공사에게 부담이 된다.

Box 1. 산림조합중앙회의 인도네시아 조림사업6)7)
산림조합중앙회는 10만 ha 조림지 조성을 목표로 2007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 했고,
2009년 영림공사와의 합작 조림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임업공사 II와 협력하여 남부 칼리만
탄으로 조림 지역을 확대, 현재까지 아카시아 등 속성수와 고무나무를 조림했다. 현재까지 산
림조합중앙회가 현지 법인 PT KIFC를 통해 협력한 조림지 면적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영림공사: 10,000 ha 속성수 조림지 – 서부 자바 Purwakarta
(생산물 분여: 65% PT KIFC, 26.25% 영림공사, 8.75% 산촌 커뮤니티)
- 임업공사 II: 7,000 ha 고무 조림지 - 남부 칼리만탄 Pulau Laut
(이익 분배: 45% 임업공사 II, 55% PT KIFC)
24,000 ha 속성수 조림지 - 남부 칼리만탄 Pulau Laut
11,800 ha 속성수 조림지 – 동부 칼리만탄 Tanah Grogot
(생산물 분여: 10% 임업공사 II, 90% PT KIFC)

6) http://biz.pagi.co.id/bbs/board.php?bo_table=korean_news&wr_id=3910&page=85
7) Deniamantari, “Kajian Kemitraan Pembangunan Hutan Tanaman Antara Perum Perhutani, PT 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 dan Masyarakat Desa Hutan”,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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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한국동서발전과 임업진흥원,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MoU 체결8)
한국동서발전은 2017년 7월 한국임업진흥원과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양
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내용은 임업진흥원이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와 함께 현지에
조성한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지에서 생산한 조림목을 동서발전에서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사
용하는 것이다.
임업진흥원은 2013년부터 영림공사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중부 자바, Semarang)에
약 2,000 ha 바이오매스 조림을 완성하였다. 영림공사와 임업진흥원이 협력한 이 프로젝트는
바이오매스 연료용 수종 조림부터 가공, 생산 및 수출/수입에 이르는 통합 시스템을 아우른다.
2012년부터 추진된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사업은 속성수인 글릴리시디아를 조림한 뒤 2~3년
의 짧은 윤벌기로 수확하고 맹아갱신으로 지속적으로 우드펠릿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림공사는 인도네시아 관광개발공사 및 미국의 다국적 부동산 개발 업체와 함께 서부 자바
보고르 센툴 지역의 생태 관광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Box 3. 영림공사의 에코 테마 파크 개발을 위한 미국 부동산 개발 업체와의 협력9)
영림공사와 인도네시아 관광개발공사(PT Pengembang Pariwisata)는 미국의 다국적 부동산
개발 업체와 보고르(Bogor) 지역의 영림공사 산림 지역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에코 테마
파크 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017년 7월 이루어진 위 협약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 대체 관광을 개발해야 한다는 영림공사와 투자자의 의지의 반증
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관광개발공사에서는 Nusa Dua-Bali와 Mandalika 관광 특구를 개발,
운영 중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 산림 기업의 사업 중 관광 기여도가 30-40%에 이를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림공사의 경우 관광 수입 기여도는 10% 미만이다. 따라서 영림공사
는 회사의 매출과 사업 성장을 위해 투자자들과 세계적 수준의 생태 관광 공원을 조성하고 운
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림공사는 보고르 산림 지역 600 ha 면적의 대지를 제공하며 초기 투자 금액은 미화 10억
달러에 달한다. 외부 투자 회사는 생태 공원 관광지를 개발한 경험이 있어 국제 관광시장에
서 인도네시아 관광 판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 공원 관련 전문성이

8)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340
9) http://bumn.go.id/perhutani/berita/1-Perhutani-Gagas-Wisata-H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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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생태 공원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림공사는 어린이와 가족 여행객을 위한 대안 휴가지를 제시하고 이들이 현대적인 산림, 자
연 관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Perum Perhutani, 2017)
임업공사의 경우 운영중인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와의 협력에 있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임업공사 I~V는 2000년대 이후 목가공 사업을 포함한 사업 구조 개편을 수행해 왔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다. 핵심은 임업공사 I~V가 경영하는 천연림 관리(임업공사 I 및 II) 및 공예용 고무
나무(고무 수액 포함)를 포함하는 조림 사업 (임업공사 I, II, III 및 V)들의 사업 초점이 변화하고 있
다. 송진 사업(임업공사 I, IV, V)과 농업과 임업 기능이 결합된 혼농임업(임업공사 I, IV 및 V)은 향
후 전망이 매우 좋은 분야이다.
원목에서 농업/농장과 같은 비목재 분야로 사업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적 노동 문화(집약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임업에서 이야기되는 것
과는 다른 노동 정신과 품성이 요구된다. 고무 농장 관리 전문가인 PTPN (State Plantation Limited
Company)과의 협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임업공사의 사업 통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고무 조림지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고무 수액(라텍스)의 가격 변동성은 임업공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임업공사는 고무 가공 공장이 없으므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라
텍스를 생산할 수 없고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림지 사업 규모 확대, 천연림 벌목 최적화, 생산품 부가가치
향상, 산림 서비스 시장 침투 및 확장, 생산 과정의 효율화, 산림 사업 Best practice(모범 사례) 구현,
사업 개발 파트너십 구축, 통합 조직 인프라 구축과 인적 자원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
해서는 목가공 산업과 산림 관리 전문 기술 등의 지식 전수의 시너지 효과와 지주회사(영림공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림공사가 활용하고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은 회사 디지털화의 맥락에서 임
업공사에도 확산되어야 한다.

6.2. 협력 사업 분야 현황 및 연구 사례
6.2.1. 혼농임업 투자 협력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비즈니스는 최근 변화를 겪어왔다. 이런 비즈니스 전환은 사회, 환경, 경
제/생산 측면의 균형 유지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천연 자원 즉, 산림 재화와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도 영림공사와 임업공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플
랫폼 비즈니스 도입이다. 이는 최근의 다변화된 시장 상황과 외부 환경들에 적응하고 특히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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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휴 산림에 혼농임업을 도입하여 국가 식량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아래 그림은 임업 비
즈니스 프레임 워크와 관련하여 개발할 혼농임업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체계를 보여준다.

(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26. 영림공사의 혼농임업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체계

영림공사 사업장의 산림은 목재 및 비목재 산림 제품과 산림 생태계 서비스(생태 관광, 수자원 관
리, 탄소 흡수 및 저장, Plasma nutfah 보호 및 생물 다양성)를 제공한다. 위 그림은 혼농임업 플랫폼
에서 생산자-영림공사와 소비자-영림공사 사이의 가치 교환 사이클을 보여준다. 영림공사는 여기
에 참여하는 각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중재 역할을 한다. 영림공사는 또한 식량 작물,
에너지 수종(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수, 커피, 기타 농작물과 생태 관광 같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농민, 산촌 농민 모임, 산촌 공동체(LMDH, Lembaga Masyarakat Desa Hutan) 등과 협력하고 있
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생산, 가공된 제품은 Perkebunan Nusantara (고무, 라텍스), JAPFA(동물 사
료), Cargil, Starbucks(커피),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바이오매스), Nestle(식품), 아쿠아(생수), Cimory(
식품) 등 회사에 공급될 수 있다.
영림공사는 산림 개발 기관으로써 물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와 같은 정부의 프로그램을 성
공적으로 수행해야한다. 영림공사는 물 안보에 있어 산림 보호 구역을 통해 수문 조절, 수원과 수계
보호 유거수 최소화, 토양 침식 방지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제재목 및 목섬유, 목재
에너지(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위한 목재 공급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식량
안보에 있어서도 영림공사가 관리하는 넓은 면적의 대지를 통해서 혼농임업 차원에서 작물 생산이
가능하여 식량 안보에서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 및 식량 자급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데, 영림공사의 경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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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차원에서 바이오매스와 기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설립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진입할 준
비가 되어 있다. 식량 자급의 경우 농업부, 농업공사(PTPN IV)와 함께 혼농임업 사업 플랫폼과 관
련하여 협력을 시작하였다. 혼농임업을 통한 작물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식량 안보 노력의 일
환으로 간주된다.

(출처: Perum Perhutani, 2017)

그림 2-27. 혼농임업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위 그림은 영림공사가 PTPN IV, X, XI과 PT Pupuk Indonesia, 농업부, Sang Hyang Seri(인도네시
아 농촌공사, 종자, 농지 관리, 연구 개발 등 업무)및 조달청(Bulog, Badan Urusan Logistik)과 함께 인
도네시아 식량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기업간 시너지 차원에서 구축한 협력 구조를 보여준다. 공
기업간 협력에는 비료 분배, 종자/묘목 공급, 혼농임업 산물 판매 등이 포함되고, 이런 혼농임업 사
업 개발 시에는 식재 작업 관련하여 영림공사와 산촌 커뮤니티(LMDH, Lembaga Masyarakat Desa
hutan)가 협력한다. 여기서 영림공사는 대지를 마련하고, 정부 계획에 따라 종자/묘목 및 비료를 배
분하며 혼농임업 산물을 가공하고 관련 공기업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역할을 한다. 향후 영림
공사 온라인몰에서도 이렇게 생산된 혼농임업 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1) 커피 재배 협력
Temanggung군과 영림공사의 Dedu Utara 지역 담당 KPH(Kesatuan Pemangku Hutan)는 토질이 좋
은 Sumbing 및 Sindoro 산의 경사면을 커피 농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
은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협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발
1,200미터 이상의 고도에 식재 가능한 아라비카 커피 종을 36 ha 식재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협력 가
능한 면적은 399.7 ha로 조사되었다. 그 중 369.2 ha는 아라비카, 30.5 ha는 로부스타를 식재할 계획
이다.
이 개발 계획은 Temanggung군 10개 면,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상되었다. (Wonoboyo군 3개 마
을 33 ha, Candiroto군 2개 마을 33 ha, Kledung군 4개 마을 195.9 ha, Tembarak군 1개 마을 25.2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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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pampang군 2개 마을 15.1 ha, Tretep군 1개 마을 5 ha, Bejen군 2개 마을 9.4 ha, Gemawang군 1개
마을 5.6 ha, Kandangan군 2개 마을 10.5 ha) 커피 사업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 및 운영 및 협력
방식은 영림공사 Kedu Utara KPH와 19개마을의 LMDH 간 협약서에 기술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3개 공기업과 영림공사는 영림공사가 소유한 동부 자바 31,000 ha 면적의
산림 지역을 커피 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에 동의한 바 있다. 이 양해각서(MoU)에 영림공사
대표와 농업공사(PTPN XII) 대표 및 BNI(인도네시아 국영은행)의 소규모 사업 담당 부서 이사와
PT Asuransi Jasa Indonesia(Jasindo,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소매 운영 부서 이사가 서명했다. 위 협
력 내용은 2016년 환경산림부 장관령 No. 83을 통해 이행하기로 한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 중 임업
파트너십 인식 및 보호(KULIN KK)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될 것이다.10)
아래는 남부 수마트라주의 OKUS 지역(Ogan Komering Ulu Selatan)의 커피 재배 사업 타당성 분
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Box 4. 커피 재배 사업 타당성 분석11)
OKUS의 커피 농부들을 인구통계학적인 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이며 교육 수준은
낮고 8-15년 생 커피 나무를 1,000-3,000본 소유하고 있다. OKUS의 커피 농가의 주택 상황은
보통 농촌 지역에 비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
OKUS의 농업은 일반적으로 모든 측면 특히 합법성 면을 포함 해, 사회, 경제/재정적 측면
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다만 기술,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 과
거 전통적인 가내 농업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방식으로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
다.
재무적 타당성 측면에서, 1년 동안 OKUS 커피 농가의 평균 연간 소득은 ha당 2,989,790 루
피아였으며, R/C 비율은 1.61이었다. 이 R/C 값은 즉, 농부가 100 루피아의 비용을 소비할 때
161 루피아의 수입이 추가된다는 의미로, OKUS의 커피 농장이 수익성이 있고 사업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7년생 커피나무 그룹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이 때 R/C 값은
1.98에 달해서 평균 대비 약 2배의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10) https://www.tribunnews.com/bisnis/2018/07/26/tiga-bumn-sepakat-manfaatkan-31000-ha-lahan
-perhutani-di-jatim-untuk-bertanam-kopi
11) Dana Megayani, “Economic Feasibility of the Coffee Farm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Coffee Farmers in Ogan Kemering Ulu Selatan Regency”, Jurnal Pemikiran Masyarakat Ilmiah Berwawasan
Agribisnis, Januari 2019. 5(1):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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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피 가공 산업 협력
서부 자바 산 아라비카 및 로부스타 커피의 시장 점유율은 제약, 화장품 및 기타 식품 산업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성장해왔다. 이러한 현재 시장 상황은 서부 자바의 다양
한 커피 제품 마케팅 및 거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생각된다.
서부 자바 커피의 시장 확대는 특히 아라비카 커피를 원료로 하는 음료와 식품 산업, 화장품 및 제
약 산업에서 눈에 띄게 일어났다. 서부 자바 Priangan 지역의 아라비카 커피 제품은 이런 산업군에
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에 포함된다. 2016년 4월 미국에서 열린 SCAA(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엑스포에서 서부 자바산 커피가 6개 분야에서 우승타이틀을 차지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
하기도 했다.
최근 1년 새에 서부 자바에서 생산하는 모든 커피의 생산량과 대만, 한국, 유럽 등 국가로의 수출
량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부 자바 커피는 1차 가공용 수요뿐 아니라 스크럽
제품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산업, 완제품 음료 산업, 제과 제빵 등 완제품 산업까지 그 범위를 넓히
고 있다.

Box 5. 커피 가공 사업 타당성 분석12)
Temanggung군의 커피 사업은 농장 이후 가공 및 전방산업 사업 분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 정부 역시 이 지역의 커피 가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룹 중 하나로 KUB Robusta Akur(Kelompok Usaha
Bersama Robusta Akur)가 있다. 이들에게 지원된 내용은 건물 한 채와 커피 가공 기계 한 세
트이다.
이런 지원이 건물과 기계를 투자하는 형태인 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재
무적 및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모두 확인해야 하면 비재무적 요소에는 시장 현황 기술, 경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이 포함된다. 또한 Switching value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환
경 변화에 대한 분석도 수행했는데 이는 비용과 이익의 최대 변화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커피 가공 사업 수행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 수치로는 NPV
43,507,123 루피아, IRR 30.16%, 순 B/C 1.5, 총 B/C 1.04, 회수 기간은 8.81년이다. Switching
value를 통한 민감도 분석에서 생산량 최대 감소는 12.74%, 원자재 비용 증가는 29.45%로, 커
피 가공 사업은 생산량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원자재 비용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12) Aprinia Solikhatun Nisa, “Analisis Kelayakan Usaha Pengolahan Kopi pada Kelompok Usaha Bersama
Robusta Akur di Kabupaten Temanggung”,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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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바탕으로 서부 자바 커피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장의 신뢰
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생산 업체에서 품질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고 있다. 현재
까지 인도네시아의 연간 커피 생산량은 약 75만 톤으로 이 중 40만 톤은 수출되며 35만 톤은 국내에
서 소비되는데 이 국내 소비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 자바의 로부스타 커피 식재 면적
은 약 15,000 ha로 여기서 연간 약 12,000톤의 생두가 생산되며 아라비카와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경영된다.
카페 사업가들과 커피 유통업자들은 서부 자바 로부스타 커피를 Priangan 아라비카 커피로 통칭
되는 Java Preanger 아라비카 커피와 혼합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영림공사의 Bandung Selatan 지역
담당 KPH는 현재 로부스타 커피 농장을 재조성 하고 있다.
(3) 옥수수 재배 협력
식량 작물 생산을 위한 주민 협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혼농임업 산물 중 하나인 옥수수에 중점
을 두고 있다. 영림공사 땅에 있는 모든 작물은 영림공사가 아닌 중앙정부에 과세된다. 이 때문에 영
림공사 관할 지역에서 혼농임업 작물 재배협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해당 법령과 규정을 따라
야 한다.

Box 6. 옥수수 사업 분석13)
Suak Puntong 마을의 옥수수 농민 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회 생산과 그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출은 ha당 평균 22,875,000 루피아, 생산비는 10,989,833 루피아로, 옥수수 농사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회 수확 시 ha당 약 11,885,167 루피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Nagan Raya군, Kuala Pesisir면 Suak Puntong 마을에서 옥수수(Zea mays.) 농사가 농
가에 분명한 수익이 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자바섬의 영림공사 산하 KPH들과 자바 외 지역의 임업공사는 여러 형태의 협업을 수
행해 왔다. 영림공사와 그와 협력하는 산촌 커뮤니티(LMDH)들은 영림공사 관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반면 임업공사는 영림공사 KPH를 포함하여 자바 섬 조림 허가지 인근 지역의 지역 사회 및 산
림 농부 조합(Koperasi Tani Hutan)과 협력한다.
이런 협력은 영림공사 보다는 지역 사회에 더 이득이 된다. 수확 시 수익 분배 시스템에서 지역사

13) Rahmat Kurniawan, “Analisis Keuntungan Usahatani Jagung (Zea Mays. L) Bisi 1 di Gampong Suak
Puntong Kecamatan Kuala Pesisir kabupaten Nagan Raya”, Universitas Teuku Umar, 2014

Chapter Ⅱ -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113

회는 토지 운영자로서 생산 비용 부담에 대한 대가로 50%를 받는다. 이후 토지건물세(Pajak Bumi
dan Bangunan)와 농작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중 80%는 토지 운영자의 수입이 되고
20%는 비세금국가수익(PNBP,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으로서 영림공사의 수익이 된다. 따
라서 이런 사업은 공기업의 수익 공유 개념의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6.2.2. 고무 조림과 수액(라텍스), 코펄,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투자 협력
고무 나무는 천연 고무 수액을 생산하는데 천연 고무는 현재까지도 완전한 대체재가 없으며 대체
재가 있더라도 최대 40%만 혼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고무 농장은 사업성이 있으며 향후 가공 시
설에 대한 구상과 함께 농장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Cajuput oil)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오일 특유의 향이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격도 좋아 향후
전망이 기대된다.
(1) 고무 조림
영림공사는 고무 농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배당금 분배로 비축된 일반 자금으로 그 비용을 충
당한다. 반면 임업공사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영림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여러 투
자자를 유치한 바 있다. 임업공사 II의 경우 한국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 법인 PT
KIFC의 투자를 받아 남부 칼리만탄주 Kotabaru군의 5,000 ha 면적 고무 농장 조성을 진행한 바 있
고, 임업공사 III의 경우 인도네시아 회사인 PT CPKA(Citra Putra Kebun Asri)와 협력하여 남부 칼리
만탄주 Tanah Laut군에 2,100 ha 고무 농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임업공사 V의 경우 정부로부터
조림지 허가는 받았지만 토지 개혁 시기의 영향으로 주민들에 의해 점유 당했었던 람풍주 56,000 ha
임지를 대상으로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고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파트너십 체결 당
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고무 조림 대상지를 제공하는 임업공사는 30% 대상지를 관리하고 생산비
용을 부담하는 주민들은 70%로 나누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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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 고무 제품 사업 타당성14)
이 연구는 Aceh Tamiang군의 PT Aceh Rubber Industries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무
제품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Aceh Tamiang군의
Manyak Payed면 Damai Paya Ketenggar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고무 제품 사업의 재무 타당성
분석 대상 제품은 SIR 20(인도네시아 고무 제품 표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제한한다.
연구 결과, NPV 6,871,582,204 루피아로 0보다 크므로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 평균 IRR은
24.16%로 이자율 5.25%보다 높고, 순 B/C 비율 역시 1.75로 1보다 높으므로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회수기간은 평균 3.3년으로 계산되어 상대적으로 투자
금 회수 기간이 매우 짧고(프로젝트 수명보다 짧음) 따라서 본 제품 사업을 개발하는데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2) 고무 수액, 코펄 가공
영림공사의 경우 고무 조림지에서 아직 고무 수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무 가공 산
업과 관련한 협력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임업공사 III의 경우 RSS(Rubber Smoke Sheet)
라고 하는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과 협력했던 적이 있으나 비즈니스 파트너의 현장 문제
로 협력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표 2-25. 영림공사 코펄 제품 사양
사양
품질
Superior
quality
Primary
quality

불순물 함량
(%)

연화(Softening)
(*C)

회분 함량
(%)

산값
비누화값
(Acid number) (Saponification)

9.7

144

0.2

243.99

309.05

23.30

149

9.20

209.07

244.99

(출처: Perum Perhutani, 2019)

14) Muslimah Mislimah & Fahmi Ramadana, “ANALISIS KELAYAKAN BISNIS PRODUK KARET REMAH MENJADI
KARET SIR 20 DI PT. ACEH RUBBER INDUSTRIES KABUPATEN ACEH TAMIANG”, Jurnal Penelitian
Agrisamudra, 2018, 5(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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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펄(Copal, Kopal) 사업의 경우 영림공사와 지역사회/농부들 간에 협력이 이루어진다. 코펄은
Agathis dammara, A. Alba 또는 Agathis 속 기타 수종과 Burseraceae과 수종(Bursera, Protium)의 나무
줄기에서 채취한 수액을 가공하여 얻어지는데 종이에 잉크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코팅재로 주로 사
용된다. 또한 바니쉬나 접착제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된다.
영림공사가 보유한 코펄 채취용 임지는 95,085.94 ha에 달하고 이들은 각각 중부 자바에 28,156.48
ha, 동부 자바에 66,929.46 ha, 서부 자바에 2,074.60 ha 위치해 있다. 이 면적에서 영림공사가 생산할
수 있는 코펄은 연간 약 700톤에 달하고 이들 제품의 스펙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x 8. Agathis loranthifolia 에서 생산하는 코펄 사업 타당성15)
이 연구는 NPV, BCR, IRR 값을 기반으로 Gunung Walat 학술림(HPGW, Hutan Pendidikan
Gunung Walat)의 소나무와 아가티스(Agathis) 수액 생산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 사업이 주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개의 최적
생산 시나리오를 가지고 10년 동안의 BCR, NPV, IRR을 분석했는데, 시나리오1은 현재의 입
목 수를 가지고 수액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고 시나리오2는 향후 잠재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입목까지 포함했다. 따라서 두 시나리오의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그 결과, 시나리오1의 경우 이자율이 7, 12, 16%로 변함에 따라 NPV가 각각 Rp 1,758,436,350,
Rp 1,422,697,059, Rp 1,223,501,618로 계산되었다. BCR은 각각 1.226, 1.220, 1.215였다. 시나리
오2의 경우 각 이자율에 따라 NPV는 Rp 68,495,191,930, Rp 57,618,812,578, Rp 51,010,725,199
로 나타났고, BCR은 3.443, 3.448, 3.452로 나타났다. NPV값이 모두 양수로 계산되어 적절한
IRR값을 구할 수 없었지만 시행착오 과정에서 IRR 값이 할인율보다 확실히 더 큰 것으로 알
려져 있으므로 위 세가지 재무적 판단 기준에서 위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변 농가, 지역 사회를 위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므로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
(3) 까유 뿌띠(Melaleuca 속 식물, Cajuput oil 채취) 및 Serah Wangi(Cymbopogon nardus, Citronella
oil 채취)
영림공사 외에 임업공사도 자바 섬 외 넓은 관리 지역으로부터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사업을 개
발할 수 있다. 이 오일은 가공 공정이 매우 간단하여 증류에 필요한 설비만 마련하면 생산이 가능하
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장 투자비가 저렴하다. 영림공사의 경우 이미 중부 자바에 2,819 ha, 동부

15) Narulita & Eva Septania, “Analisis Kelayakan Usaha Pemanfaatan Getah Agathis loranthifolia Salisb.
dan Pinus merkusii Jungh. et de Vriese di Hutan Pendidikan Gunung Walat, Sukabumi, Jawa Barat”,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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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에 8,121 ha, 서부 자바 및 반텐 지역에 13,316 ha 총 24,255 ha(총 계획 27,000 ha) 면적에 까유 뿌
띠를 식재하였다. 영림공사 각 단위(중부, 동부, 서부)의 가장 큰 정유 공장은 중부 자바 Putih Krai
Gundih 공장, 동부 자바 Sukun Madiun 공장, 서부 자바 Jatimunggul, Indramayu 공장으로 연간 57,000
톤의 까유 뿌띠 잎을 정제하여 405톤의 오일을 생산한다. 이 제품은 수출 시장이 제한되어 있어 국
내에만 판매된다.
임업공사 역시 남부 칼리만탄주 등에 까유 뿌띠 임지를 보유하고 있다(II, III). 또한 임업공사 II와
III에 있는 유칼립투스 조림지의 경우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과 유사한 오일을 생산할 수 있고 이 식
물은 Serah wangi(Lemongrass)와 함께 Sereh 오일(Minyak Sereh)로 조합될 수 있다.

Box 9.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사업 타당성 분석16)
본 논문은 파푸아의 Wasur 국립 공원(Taman Nsional Wasur)에있는 전통적인 까유 뿌띠 에
센셜 오일 사업의 재무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에 사용 된 방법은 까유 뿌띠 정유 업
체에 대한 심층 인터뷰이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는 NPV(Net Present Value), IRR(Internal
Rate of Return), BCR(Benefit Cost Ratio) 및 민감도가 포함되었고, 분석은 10년 간 10%의 이
자율로 수행됐다. 또한 지역 거주자와 이주자 두 경우를 대상으로 수행됐다. 결과는 지역 거
주자의 경우 NPV가 258,686,275 루피아, BCR 1.72인 반면 이주자의 경우 NPV와 IRR 각각
56,947,848 루피아, 1.10로 계산되어 전통적인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사업이 두 경우 모두 재
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까유 뿌띠 정유 사업에는 이익 분배 기능을 갖춘 운영 협력(Kerjasama operasional)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 기술 및 시장에 관련된 자금은 협력 업체가 제공하고 대지와 인력은 임업공사에서 제
공하는 것이다. 수익 분배의 경우 Revenue sharing으로 총 매출의 7.5%를 임업공사의 몫으로 가져가
는 것이다. 7.5% 수치는 공기업부(Kementerian BUMN)에서 공정한 계산을 거쳐 승인한 수치이다.
이는 서로 의심하지 않고 합작 투자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16) Yonky Indrajaya et al, “Analisis Kelayakan Finansial Pengusahaan Minyak Kayu Putih Tradisional di Taman
Nasional, Wasur, Papua”, Jurnal Penelitian Sosial dan Ekonomi Kehutanan Vol. 10 No. 1 Maret 20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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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0. 비교: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사업 타당성 분석17)
비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즉, 시장, 기술, 관리, 법률 및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Yakasaba 까유 뿌띠 정유 사업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측면에서
생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무적 분석은 세 가지 시나리오 또는 비즈니
스 패턴으로 나뉜다
시나리오 I, NPV 1,264,477,393.82 루피아, IRR 28.90%, 순 B/C 4.63 및 회수 기간 6년 4개월
28일.
시나리오 II, NPV 2,848,453,013.92 루피아, IRR 35.86%, 순 B/C 5.51 및 회수 기간 5년 1개월
12일.
시나리오 III, NPV 2,982,818,583.46 루피아, IRR 48.79%, 순 B/C 8.74 및 회수 기간 4년 18일.
4가지 재무적 타당성 지표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 볼 때 현재 사업 형태인 시나리오 II는 오일의 판매 가격 하락에 가장
민감(23%)한 사업이며, 시나리오 I은 연료인 석탄 가격 상승(18%)에 가장 민감한 모델이다.
다른 시나리오에서 연료인 석탄 가격 상승은 사업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데 이유는
두 개 시나리오에서 첫 해에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까유 뿌띠 잎 정제 후 부산
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6.2.3. 생태 관광 투자 협력
현재 영림공사의 매출은 티크 원목 사업과 송진/테레핀 사업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두 제품의 매
출은 총 매출의 90% 가까이 차지하며 나머지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 사업 및 생태 관광 등의 환경 서
비스로 이루어진다. 관광 사업(생태 공원)의 매출 기여율은 아직 2-3%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리브랜
딩에 대한 연구와 평가, 표준화 등의 수행을 통해 매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17) Farsa, Gusri Ayu, “Analisis kelayakan usaha penyulingan minyak kayu putih yakasaba di kabupaten Muara
Enim Sumatera Selatan”,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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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1. Kartini Mantingan 관광 사업 타당성18)
산림은 여러 가지 효용을 가진 천연 자원으로 산림을 최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휴양 분
야 역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 Kartini Mantingan 환경 관광 지역은 이전에 Mantingan KPH에
서 관리했던 Rembang군의 관광지 중 하나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주체가 KPH에서
KBM JLPL(Kesatuan Bisnis Mandiri Jasa Lingkungan & Produk Lain, 서부 자바 영림공사 조
직 산하 관광 등 산림 서비스 사업 담당 조직)로 이전되었다.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위한 비용과 수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Kartini Mantingan 관광 사
업 타당성 분석과 방문객 특성 이해를 목표로 한다.
방문객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53%, 거주지별로는 Rembang군 거주자가 45%
였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 직업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32%였다. 방문객당 수
입은 50만~1백만 루피아가 25%였고 44%는 입장권 판매로 얻는 수입이었다. 시설에 만족하
는 방문객은 54% 정도였고 38%는 오락 시설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재무 타당성 분석의 경우, KBM JLPL에 의해 운영되기 전 Kartini Mantingan 환경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비용이 계산했을 때 NPV가 222,397,974 루피아에 달하고 BCR이
1.117, IRR이 16.985%로 나타나 사업 운영이 재무적으로 타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KBM JLPL이 운영한 이후 관광지에 투자한 비용을 계산했을 때는 NPV가 774,737,902 루피
아, BCR이 1.572, IRR이 47.697%로 나타났다. 즉, 이 프로젝트는 4년차(3년 8개월)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비용 증가보다 소득 감소에 민감
하여 비용 증가가 58%에 달했을 때 NPV가 마이너스가 되는 반면, 수입은 37% 감소했을 때
마이너스 NPV 값을 보였다.
영림공사는 생태 관광 분야를 확장시키기 위해 테마 파크, 사파리 파크, 어드벤처 파크, 워터 파크
에서부터 세계적인 규모의 에코 테마 파크까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계획의 큰 줄기는
관계부처들간 공동 논의 단계에 있다.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서부 자바 인근으로 인구가 많은 자카
르타와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적지이며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 사
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에코 테마 파크를 기치로 하여 사용하는 전기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은 물론 소수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영림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연 기반 관광지 중에는 산림은 물론 해변 지역 관광지도 포함된다. 총
641개의 관광지 운영에 있어 산촌 커뮤니티(LMDH)와 지방정부 및 개인 투자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18) Sofa Marwa, “Studi Kelayakan Pengelolaan Wana Wisata Mantingan Kabupaten Rembang jawa Tengah”,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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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관광의 경우 Menganti 해변, Tiga Warna 해변, Papuma 해변, Pulau Merah 해변, Kawah Putih,
Gunung Perahu 및 Batu Raden 등의 지역이 있다.

6.2.4. 바이오에너지 투자 협력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에너지 공급
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재생 가능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2019
년 BP 에너지 전망 보고서(British Petroleum Outlook 2019)에 따르면 2020년의 전 세계 에너지 수요
는 약 1,400 만 TOE이며, 이 중 85%는 화석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및 원자력이고, 재생 에너지는
15%를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현황은 재생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원의 성장과
발전을 촉발시킨다.
한국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을 통해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 7%, 11.3GW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비율, 58.5GW로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영림공사가 바이오매스 사업 진입에 성공한다면 이들이 비전/미션에서 중점으로 두는 Planet(환
경), Profit(경제), People(사회) 3가지 요소를 한 번에 포용할 수 있다. 환경적 관점에서는 바이오매스
수종 식재를 통해 생산성이 낮은 지역 또는 황폐화된 지역을 빠르게 녹화함으로써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계획에 따르면, 5년 내에 바이오매스 식재 클러스터를 122,882 ha 조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식재 비용은 ha당 650만 루피아 가량으로 산정되어 총 8천 억 루피아의 자금이 필요하다.
(1) 바이오매스용 속성수 조림 투자 협력
바이오매스 조림은 지표 녹화로 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가 증가하고 이렇게 생산된 입목을
사용한 목재 펠릿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추가적으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바이오매스 수종은 산림 제품 중 빠른 생산이 가능한 종류에 속하는데 이는 식재 후 2~3년 후면
벌채가 가능하고, 벌채 시 그루터기를 남기고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맹아를 수확할 경우(단벌기
맹아 갱신, Short Rotation coppice System) 2년에 한 번씩 생산이 가능하다.
영림공사는 올해 기준 바이오매스 연료용 조림지가 20,000 ha에 달하고, 목표인 12만 ha까지 매년
20,000 ha씩 추가로 조성하게 되면 5년 뒤에는 200만 톤의 우드펠릿 즉 350만 톤의 그린 바이오매스
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오매스 조림지 조성 목표인 12만 ha가 완성되면 연간 펠
릿 원료로 사용될 원목 3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5년에는 펠릿 200만 톤을 생
산하여 영림공사에 3조 5천억 루피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는 2009년에 ‘한-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 협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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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임업진흥원과 영림공사가 협력 사업을 통해 중부 자바
Semarang 지역에 2013년부터 2,000 ha 면적의 바이오매스 조림지를 조성한 바 있다.
또 다른 한국 투자 회사인 Indoco 그룹은 서부 술라웨시의 우드펠릿 공장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20만 ha 면적의 조림지 조성을 목표로 약 3조 루피아의 자금을 투입하며 2011년까지 PT Bara Indoco
와 PT Bio Energy Indoco 법인을 통해 전체 계획의 약 45%인 89,595 ha 조림지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에는 한국 기업 데피안이 임업공사 III과 협력해 현지 합작회사 PT SL Agro Industri를 설립
하고 우드펠릿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한 펠릿을 한국서부발전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투
자 규모는 공장 1,500만 달러, 조림 500만 달러로 5천~8천 ha 면적의 조림지는 임업공사 III 에서 마
련하고 연간 3만 톤 규모의 우드 펠릿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이었다.
향후 세계 신재생에너지 추세가 목재 폐기물 같은 바이오매스 원료 활용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바
이오매스 개발을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림공사는 서부 파푸아의 사고야자 공장의 부
산물 등을 포함하여 산림 지역 바이오매스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이용 가능 자원을 가지고 있다.
(2) 우드펠릿 공장 건설 협력
한국 기업은 목재 펠릿 산업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조림지 조성을 위한 토지가 필
요한 상태이다. 우드펠릿은 가정, 농가 및 대기업 생산 시설의 석탄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다. 한국 정부는 이미 우드펠릿으로 석탄 수입량의 5%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ox 12. 우드펠릿 사업 분석19)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목재 펠릿과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이와 관
련하여 특히 유럽과 미국 국가에서 목재 펠릿 산업이 빠르게 발전해왔다. 인도네시아가 이들
국가의 높은 목재 펠릿 수요를 이용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효율성, 생산
비용 및 회사 수익성 평가와 같은 목재 펠릿 생산 활동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
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목재 펠릿 생산의 비용, 손익 분기점 (BEP) 및 수익성을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형 목재 판넬 업체와 목재 부산물로 펠릿을 생산하는 통합 목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는 목재 펠릿의 생산 비용이 톤당 141 만 루피아 즉 톤당 114 달
러임을 보여주었다. 손익분기 생산량은 연간 약 1,400 톤 혹은 실제 생산량의 약 84.7%였다.
투자 수익률(ROI)은 약 14.15%로 대출 금리인 10.25%보다 약간 높았다.

19) Bintang CH Simangunsong et al, “Analisis Biaya Produksi Pelet kayu (Cost Analysis of Wood Pellet
Production)”, J. Ilmu Teknol. Kayu Tropis Vol. 15 No. 1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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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위한 조림 투자 시행은 산림 산업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전에 한국의 한 기업이 중부 자바 Wonosobo 지역에 연간 20만 톤의 생산 용량을 갖춘 우드펠릿
공장을 건설했었고 이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통합 사업을 시작한 선구적 사례로, 이후에는 이 같은
산업 발전 관련 평가 자료가 되었다.
에너지용 목재 펠릿을 생산한 한국 투자자 중 한 곳은 PT Solar Park Energy라는 업체였다.
Wonosobo의 목재 펠릿 프로젝트는 지역공동체산림(Hutan rakyat)에서 생산한 원목이나 제재소나
기타 목재 산업 혹은 벌채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원료로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생
산된 펠릿의 사양은 직경 6-10mm, 길이 10-30mm 사이즈로 kg 당 약 4.7kWh의 열량을 가진 제품
이었다. 이 한국 회사는 영림공사와 협력하여 영림공사의 Wonosobo 목가공 시설에서 생산되는 셍
온, 칼리안드라 부산물을 수급해갔지만 공장 설비 용량을 충족시킬 수 없는 양이었다. 원자재 부족
을 겪던 해당 우드펠릿 생산 시설은 결국 2012년 운영을 종료했다.
(3)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협력
2009년까지만해도 인도네시아 목재 펠릿 생산 가능 양은 4만 톤에 불과했으며 세계 생산량은 1천
만 톤을 초과했다. 이 생산량은 2010년 1,270만 톤에 달하는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이
다. 세계적 수요를 반영하듯 한국 쪽에서도 관련 분야 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산되기는 했지
만 한국서부발전에서 서부 자바의 Bogor군에 위치한 Sentul 생태 관광지에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점
을 입증할 수 있는 소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임업진흥원의 인
도네시아 법인인 KoFPI의 경우 Semarang 바이오매스 시범조림지를 대상으로 영림공사와 바이오
매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계획 중이다.
한국의 다른 투자자들도 영림공사와 협력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림
공사는 현재 10MW 규모의 IPP(Independent Power Plant) 바이오매스 발전소 협력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생산된 전기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에 판매된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분명한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IPP 투자 IRR은 약 14-15%) 투자에 있어 신중한 고려와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영림공사는 중기 사업 계획(2020~2025) 안에 한국의 회사들과의 투자 논의를 포함하였고
특히 현대 그룹, 아주 그룹, GS EPS, UC 플랜트, Korbi 등과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우드펠릿 산업 개
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또한 영림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2017년에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차적으로 영림공사의 사고야자 공장(서부 파푸아주, Sorong
Selatan군, Kais에 위치) 운영을 위한 3.3MW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2차적으로 최대
20만 ha 조림을 통한 우드펠릿, 우드칩 생산과 최대 600MW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개발하기로 합
의하였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투자와 관련하여 설계용량 12MW, 생산용량 10MW의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kW당 1,667 달러 즉, 약 2천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에 판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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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격은 kWh당 약 USD 0.11(1,500 루피아)이다. 따라서 원자재(우드칩, 목재 부산물) 가격은 톤
당 USD 15 정도 수준이어야 하고 발전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1억 7,600만톤의 펠릿이 필
요하다. 이런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 NPV(10년, 할인율 10%)는 7,145,932.98 달러, IRR은 15.68%로 회
수 기간은 5.67년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이 아
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2.5.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 산업 협력
송진 및 테레핀 제품은 소나무 수액에 증류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얻는다. 송진은 천연 수액으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테레핀은 투명한 색을 띄며 페인트 용매, 화장품, 소
독제 및 기타 화학 혼합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영림공사는 다양한 생산 과정 개선과 품질 유지를 위
한 최고의 소나무 식재를 통해 세계 송진 및 테레핀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
영림공사는 2016년 중부 자바 Pemalang 지역에 위치한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 생산 공장
(Perhutani Pine Chemical Industri, PPCI)을 완공하고 글리세롤, 로진, 에스테르와 같은 송진 파생 제
품과 시네올, 알파 테르피네올, 베타 피넨, d-리모넨 같은 테레핀 파생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2,0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하여 건설된 이 공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소나무 수액 가공 공장이
되었다. 이 공장의 연간 소나무 수액 가공 용량은 25,000 톤이고 테레핀과 송진 같은 1차 가공품 비
중 17.5%, 나머지는 기타 파생 제품으로 설계되었다.

Box 13. 송진 및 테레핀 파생 제품 사업 타당성 분석20)
영림공사 송진 및 테레핀 파생 제품 가공 공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IRR 63.45%(WACC 12.22%,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NPV 327,605,019,000 루피아,
B/C 비율 2.28, 회수 기간 1년 8개월로 실현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다. 민감도 분석의 경우 파
생 제품의 판매 가격이 34% 하락할 경우, 원료 가격이 70% 상승할 경우 IRR이 WACC보다 낮
아져 판매 가격 하락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자율이 20%인 경우 IRR은 61.57%로 계
산되었다.
기술적 측면과 관련하여, 영림공사가 중부 자바 6.3 ha 부지에 건설한 송진/테레핀 파생 제
품 공장에서는 Glycerol rosin ester, α-pinene, β-pinene, d-limonen, α-terpineol, Cineol, deltacarene 7가지 제품이 생산된다. 기계 및 장비의 경우 일부 설비는 국내산이고 일부는 중국과

20) Nuhfendi, “Analisis Kelayakan Bisnis Pembangunan Pabrik Derivat Gondorukem dan Terpentin pada Perum
Perhutani”, Universitas Gadjah Mad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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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를 혼용하여 배치했다.
원료 수급과 관련하여, 위 파생 제품의 원료가 되는 송진과 테레핀은 같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영림공사 송진/테레핀 가공 공장에서 생산, 공급되며 다른 가공 공장에서도 추가로 구
입한다. 소나무 수액은 영림공사가 소유한 소나무 숲에서 생산한다. 주 재료인 송진/테레핀
외에 필요한 원료로는 테레핀 파생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인 구연산, p-톨루엔설폰산, NP-10
유화제, 톨루엔, TiO2 등, 송진 파생 제품 원료인 글리세롤, Thiobis, 수산염, 산업용 소금 등이
있다.
파생 제품 판매는 수출 및 내수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송진/테레핀 파생 제
품의 수입 구매 가격은 변동이 크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소나무 수액 가공 제품은 식품 및 음료 산업, 접착제, 제지 산업, 페인트 및 잉크 산업, 향수와 제약
분야에서 수요가 있다. 가공된 파생 제품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는 일본, 인
도, 미국, 독일, 영국 및 싱가포르와 같은 여러 국가로 수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산업의 송진 파생 제품 수요는 중국, 유럽 및 인도 수입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영림공사에서는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 공장 건설을 통해 생긴 부가가치가 매출을 이전 수준의
1.5에서 4배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2013년에 영림공사가 투자 자금으로 할당한 총 5
천 억 루피아 중 1,900억 루피아를 송진/테레핀 공장 건설 투자 자금으로 계획했다. 이 중 70%는 내
부 자금, 30%는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했다. 이 공장은 글리세롤 로진 에스테르나 말레산 수지 같은
송진 파생 제품을 연간 3만 톤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파생 제품은 영림공사에서 처음으
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는 송진/테레핀 1차 가공품만 수출하였다. 중국의 경우 연간 약 60
만 톤의 파생 제품을 생산한다.

6.3. 협력 사업 제안
영림공사에서는 향후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매출과 이윤 창출에 기여할 임산물 목록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티크 및 기타 수종의 원목과 가공품, ②송진/테레핀과 그 파생제품, ③고무 및 코
펄, ④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⑤우드펠릿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⑥관광 및 생태 관광, ⑦복구 프로
젝트 및 임업 교육과 같은 산림 서비스. 혼농임업 또한 시장적인 면은 물론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
서 주력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이 경우 사업의 주체 보다는 조력자로서 역할 하게 된다.
이들은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에서 추진 의향이 있으며 향후 전망이 좋은 사업인 동시에 외부 투자
자와 함께 협력 개발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업이다. 영림공사의 투자 전략 별 사업 구분에 따
르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사업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개발이 장려되는 분
야는 송진과 테레핀 가공, 고무와 코펄 수액, 우드펠릿, 생태 관광 분야 이다. 따라서 영림공사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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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공사와 투자 협력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이 사업들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권장되고
그와 동시에 앞서 정리된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 투자 전략 이행 전제 조건의 유무, 리스
크를 인지하고 협력 대상 사업을 선정하거나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6.3.1. 영림공사, 임업공사의 장점과 약점, 외부 환경(SWOT)
협력 사업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최대 자산은 막대한 토지 운용
능력이다. 자바 섬 전역과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일부 등 경영 면적을 모두 합치면 360만 ha
에 달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천연림 경영 및 조림지 사업 허가 총 면적이 약 3,000만 ha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산림 사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이다. 특히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지역은 오래 전부터 임업 및 농업(팜오일) 회사들의 사업 허가로 포화되어 타당성 있는 사업지를 찾
기 힘들고 인도네시아 동부는 항구나 도로 인프라가 잘 개발되어 있는 곳이 드물어 역시 사업 진입
이 힘들다.
반대로 이들의 약점은 영림공사를 제외하면 유용 자산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영림공사의 경우 파
푸아 사고야자 공장을 건설할 정도로 여력이 있고 임업공사 대부분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게 목가공/합판 공장 4곳, 송진/테레핀 가공 공장도 8곳이나 보유하고 있다. 천연림 벌채 사업
의 경우 실질적으로 장비 투자만 하면 원목 판매로 인한 수익 창출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하
지만 임업공사 I, II에만 허가가 있으며 그 임목 축적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조림지는 투자 시작
부터 수입이 나는 시기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긴 윤벌기 중 가뭄, 산불, 병충해 피해
를 겪으면, 계획한 투자 자금 회수가 불가능 하다. 이는 현재 임업공사 IV을 제외한 4곳이 고무 조림
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무는 5년 이후부터 고무 수액 생산이 가능하고 15~20년 간 수
액을 채취한 후에는 고무 나무 원목으로 판매가 되므로 리스크 헤지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교
적 윤벌기가 짧은 펄프 용재 조림의 경우, 최근 대규모 펄프 공장 건설로 공급이 모자라기 전까지는
소수의 구매자(펄프 회사)가 원목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Monopsony 시장이었기에 적극 진입에 무
리가 있었다. 또한 임업공사에서 계획했던 많은 사업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다.
영림공사와 임업공사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식량
안보와 관련하여 영림공사는 파푸아에 사고야자 공장을 지었고,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전체적으로
혼농임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8년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생산량을 높이겠
다고 한 6가지 식품(옥수수, 벼, 설탕, 소고기와 생선, 소금, 채소) 중 옥수수, 벼, 사탕수수는 영림공
사와 임업공사의 유휴지나 조림지에 혼농임업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물들이고 목축도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이다. 영림공사는 이미 타 공기업들과 비료 및 종자 공급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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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에 따라 시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목이나 송진,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은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고 고무의 경우 2015년 가격이 크게 하락한 후 장기간에 걸쳐 더
디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외에는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임지 주변의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가 외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업공사 V는 임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고무를 생산하다가 배분 조건 관련하여 관계가 악화되며 엄청난 실적 하락을 겪었다. 영림공사의
주 사업장인 자바 섬에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업공사 IV, V의 사업
장이 위치한 수마트라 역시 자바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섬이기 때문에 대민 관계에 만전을 기
해야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칼리만탄의 경우에도 대면적 경영에 따른 관습적 토지 이용 논
란을 무시할 수 없다.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18)

그림 2-28. 2017년 인도네시아 주(州)별 인구 밀도 (명/㎢)

6.3.2. 전방산업(Downstream) 투자 협력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전방산업 투자 협력이 권고된다. 현장에서 대부분의 일이 일어
나는 후방산업의 경우 자연 재해 등 리스크가 전방산업보다 높고, 임지 환경을 공유하며 때로는 소
유권을 주장하기도 하는 지역 사회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나라와 지
역의 문화,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이 보유하지 못한 자금과 같은 유형적 자산 및 기술 및 시장 네트워크 같은 무형적 자산을 보
유한 협력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선호하는 것도 전방산업
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이유이다. 영림공사 임업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인력을 제공한다.
투자 협력을 위한 전방산업으로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 생산, 혼농임업 농산물 가공(커피, 사탕수
수, 벼, 옥수수 등), 관광 사업 등이 이야기될 수 있다. 가공 시설 투자는 공장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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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이 있으며 동시에 사업 대상 제품을 잘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노하우와 시장 접근성을 갖
추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 공장, 가공 시설이 있거나 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사업을 운
영 중이라면 협력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진 관련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송진 채취용 임지를 보유한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IV, 송진/테레
핀 제품 트레이딩 사업을 운영 중인 임업공사 V가 있다. 혼농임업은 임업공사 II가 아카시아 조림지
밭벼 재배를 위해 2014년에 식량 공기업과 10,000 ha 면적에 대해 협력한 바 있고, 임업공사 III은
11,000 ha 규모의 유칼립투스-카사바 혼농임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업공사 V는 2018년에 혼농임업
으로 생산한 사탕수수 판매로 99억 루피아의 매출을 올렸다.
관광지 개발은 영림공사에서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향후 주력 사업으로써, 인도네시아 인구 반
이상이 거주하는 자바 섬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는 영림공사의 자산을 고려했을 때 투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미국 다국적 부동산 개발 업체 MoU 사례와 같이 관광 분야 및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필수이다.
우드펠릿이나 고무 수액 가공도 전방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각 사업의 특성 및 현재 시장 현
황 상 원료 수급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 후방산업 투자 협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6.3.3. 후방산업(Upstream) 투자 협력
고무의 경우 현재 시장 가격이 매우 하락한 상태이고 침체되어 있기에 단순히 가공 판매를 목적
으로 진입하기에는 좋지 않다. 반면 고무를 원료로 하는 타이어나 의료 기기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
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목적으로 고무나무 조림부터 생산까지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고
무 수액 생산 시기동안 지역 주민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수입을 얻는 형식으로 우호적인 대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무나무 조림의 경우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모두 중점적으로 고려
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이미 고무 조림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외부 업체와 협력한 사례가 많다. 영림
공사는 서부 자바의 마젤란카 군과 인드라마유 군에 8,948.09 ha 규모의 고무나무 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업공사 II는 한국 산림조합중앙회(NFCF,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와 협
력하여 남부 칼리만탄의 라웃 섬에 7,000 ha의 고무나무 조림지를 운영 중이다. 임업공사 III은 PT
CPKA와 PT RASA와 같은 회사와 협력하여 따나라웃 군에 5,000 ha의 고무나무 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업공사 V는 남부 수마트라 람풍 주에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56,000 ha 규모의 고무
나무 조림지에서 고무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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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ubber Daily Price, https://www.indexmundi.com)

그림 2-29. 최근 10년 고무 가격 현황(Rubber(Asia), RSS3 grade, SICOM)

우드펠릿 및 우드펠릿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수종 및 속성수 조림은 열대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조림 사업이다. 기준 이상의 직경이 필요한 목가공 분야와 달리 윤벌기가 짧은 소경
목을 생산해도 상관없으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미래 수요가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영림공사는 2025년까지 12만 ha 바이오매스
조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서부발전과는 파푸아 사고야자 공장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
스 발전 협력 및 향후 20만 ha 바이오매스 조림에 관한 MoU를 맺은 바 있다. 또한 임업진흥원 인도
네시아 법인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중부 자바 Semarang 지역에 바이오매스용 수종인 글릴리시디
아 2,000 ha 시험 조림지를 조성, 우드펠릿 가공이나 발전소 투자 등 다음 협력 단계에 대해 논의 중
이다.
다만 아시아의 펠릿 수요는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이 큰데, 이들과 더 가까운 베트남 등에
서 저렴한 가격의 우드펠릿을 생산, 이미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우드펠릿 생산 투
자 타당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용 수종 식재 및 생산
기술, 생산량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들어서 시작된 점이라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고려하여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바이오매스용 원목 수
급이 필요한 경우 영림공사 및 임업공사와 조림 및 우드펠릿 가공 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연
료 투입 형태를 우드칩으로 설계한 발전소에 바이오매스 공급이 가능할 경우 펄프재로 많이 사용되
는 아카시아를 식재하고 칩으로 가공하면 열량은 바이오매스용 수종보다 떨어지지만 바이오매스
뿐 아니라 펄프용으로 판매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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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약 및 제언
7.1. 요약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영림공사는 정부 규정에 따라 자바 섬 지역의 산림을 관리, 경영하고 있
다. 또한 토지 자원과 우수한 원목 수종을 포함한 식물 자원과 목재 및 비목재 가공 산업 제품, 생태
관광을 포함한 관광 사업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의 성장과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운영중인 산림 기반 사업들의 가치 사슬은 운영 우수성을 지향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사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요구되는 최근의 와해
적 변화(Disruptive Innovation)와 관련해서도 모든 사업 분야에 온라인 시스템 적용을 시작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영림공사의 자회사로서 자바 외 생산림을 운영하는 임업공사 역시 목재, 비목재 사
업(혼농임업, 고무 수액, 소나무 수액)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영림공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의 향후 방향에 대해 내부에서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성장 중이고 앞으로 사업 규모 확대에 대한 전망도 좋기 때문에 영림공사 독자적으로 투자
와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분야는 티크 원목과 송진 및 테레핀,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제품이
다. 이들 비즈니스 라인은 운영 면에 있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재목 및 목가공(몰
딩, 베니어, 합판)의 사업 라인도 독자적 발전이 가능한데 다만 운영에 필요한 여러 역량을 강화시
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자 여부 등 여건에 따라 사업 선별 후 사업 발전을 꾀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 목재 펠릿, 생태 관광 사업은 개발 및 운영 모델 관련하여 파트너십 및 외부 투자를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자금, 기술, 시장 네트워크 등의 역량을 요구한다. 고
무 수액 및 코펄 수액 역시 협업 기반 사업을 지향하지만 이들의 협업은 잠재적 소비자인 가공 업체
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RHL(산림 복구 사업), 기타 수종 원목, 산림 분야 교육/트레이
닝 서비스는 추가 수익 창출 모색이 목적으로 사업 환경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혼농임업 사업은 특히 정부의 식량 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영림공사와 임업공사는 자체 이익 창출 목적이 아닌 사
회적 기여 차원에서 조력자 역할을 지향한다. 지역 사회 또는 투자자와 협력하여 수행이 가능하며
이후 생산된 농산물을 식품 가공 처리하는 사업까지 고려해야 한다. 혼농임업 개념 안에서 산림 내
가축 사육, 양어업, 농업 등의 사업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토지 비옥화 과정 및 집약적 운영
이 필요하다.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사업 전략은 그 강점이 분명하고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속 발전이다. 향후 전망이 좋은 사업 분야는 자금, 기술, 시장을 보유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투자를
유치해 협력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플랫폼 역할로서 지역 사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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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혼농임업 사업에 대해서는 비료, 양묘, 농약 등과 관련된 다른 공기업들과 협력, 지원을 통
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영림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전망이 좋고 제품이 국내
및 국외 수요(비즈니스 파트너 수요와 관련)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협력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무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좋은 사업 분야(양수 NPV, IRR 15%이상, 5~10년의 투자 회수 기간)는
소나무 수액, 고무 수액, 코펄 수액, 커피,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이다. 바이
오매스(우드펠릿)의 경우에도 영림공사 분석에 따르면 양호한 NPV, IRR 14.43%, 회수 기간 7.9년으
로 미래 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후방(조림부터 펠릿 생산까지) 산업 통
합에 있어서, 특히 맹아갱신 및 짧은 윤벌기(Short Rotation Coppice/SRC)를 통한 속성수 조림을 통
한 사업 개발은 아직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혼농임업을 통한 식량 작물 재배(옥수수,
대두, 콩 등)는 산림 작물과의 조합에 있어서 전망이 좋지 않다. 산림 작물 조합에 있어 조림지에서
옥수수 혼농임업을 실시하는 경우 타당성 분석 결과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지/
생태 관광 개발은 영림공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바 지역에서 전망이 좋다. 자바 지역은 인
도네시아 다른 섬에 비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
에 향후 관광 분야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7.2. 제언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I~V 비즈니스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권장된다.
(1) 다른 회사와 투자 협력을 하고자 할 경우, 향후 시장 전망이 좋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주
력 사업으로 여기면서 외부 투자를 통해 조직 내에 없는 역량을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택했을 때 두 조직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상호 이득이 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영림공사 및 임업공사와 협업하는 비즈니
스 파트너(해외 투자자)가 자금, 기술, 및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접근 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3) 영림공사와 임업공사의 후방산업(1차 산업) 부문 사업 중에서는 티크 원목, 기타 수종 원목, 송
진/테레핀, 고무 조림, 고무 수액,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등이 전망이 좋다.
(4) 전방산업 부문 중에는 목가공(몰딩, 베니어, 합판), 우드펠릿, 송진/테레핀 파생 제품, 라텍스(
고무) 가공 산업, 영림공사의 관광/생태 관광 사업이 전망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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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중 영림공사에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 전략을 두고 있는 분야는 송진과 테레핀
파생 제품, 우드펠릿과 생태 관광, 고무와 코펄 수액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설비나 운영 관련 노하
우를 외부, 즉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6) 이 외에 영림공사는 개발 주체로서 혼농임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정부의 식량 안보 정부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혼농임업 이행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관련 공사들 즉,
비료 공사, 농업 공사, 농촌 공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혼농임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다.
(7) 모든 종류의 토지 기반 사업 운영 시, 경제, 사회, 환경 각 균형을 잡아 사업 지속가능성을 유지
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 내/외부 지역 사회를 해당 사업에 연계시켜 사업을 통해 창출
되는 다양한 가치를 지역 사회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8) 실질적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위해 투자 상세 내용에 부
합하는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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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영림공사 사업지역(2019)

(출처: 영림공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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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임업공사 I~V 사업 지역 (2019)
회사/관리 단위

면적(Ha)

군(Kabupaten)/주(Provinsi)

INHUTANI I
천연림 경영
Unit/UMH Sambarata

106,020

Berau/Kalimantan Tumur

Unit/UMH Meraang

70,700

Berau/Kalimantan Timur

Unit Labanan

138,210

Berau/Kalimantan Timur

Unit/UMH Pimping

45,480

Bulungan/Kalimantan Utara

Unit/UMH Pangean

50,230

Bulungan/Kalimantan Utara

Unit/UMH Segah Hulu

54,230

Bulungan/Kalimantan Utara

Unit Kunyit-Simendurut

120,760

Nunukan/Malinau Kalimantan Utara

Unit/UMH Mamuju

29,937

Mamuju/Sulawesi Barat

Unit/UMH Long Nah

50,295

Kutai Timur/Kalimantan Timur

Unit/UMH Batuampar

16,521

Kutai Kartanegara & PPU/Kalimantan Timur

Unit/UMH Gowa

6,500

Gowa / Sulawesi Selatan

UMR Tana Toraja

7,700

Tana Toraja / Sulawesi Selatan

합계

696,585

조림지 경영

소나무 수액 채취

INHUTANI II
천연림 경영
Unit/UMH Semamu

71,375

Semamu / Kalimantan Utara

Unit/UMH Malinau

29,040

Malinau / Kalimantan Utara

Unit/UMH Sei Tubu

91,510

Malinau / Kalimantan Utara

Unit/UMH Pulau Laut

24,695

Kotabaru / Kalimantan Selatan

Unit/UMH Tanah Grogot

16,816

Paser/ Kalimantan Timur

Unit/UMH Senakin

30,730

Kotabaru / Kalimantan Selatan

Unit/UMH Pulau Laut

48,720

Kotabaru / Kalimantan Selatan

머란띠(라왕) 산림 경영 단위

6,069

Kuburaya, Sintang, Pontianak, Landak, Mempawah/

조림지 경영

Kalimantan Barat

모델 개발
합계

3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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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UTANI III
조림지 경영
UMH Riam Kiwa

15,040

Banjar/Kalimantan Selatan

UMH Pelaihari

27,500

Tanah Laut/Kalimantan Selatan

UMH Puruk Cau

2,862

Murung Raya/Kalimantan Tengah

UMH Santilik

2,932

Kotawaringin Timur/Kalimantan Tengah

Unit/UMH Nanga Pinoh

119,080

Malawi/Kalimantan Barat

합계

167,414

INHUTANI IV
송진 채취

1,479

Tanah Datar/Sumatera Barat

커피 농장 경영

2,171

Aceh/Nangroo Aceh Darussalam

합계

3,650

INHUTANI V
Register 18

1,319

Waykanan/Lampung

Register 42

12,727

Waykanan/Lampung

Regiater 44

32,375

Waykanan/Lampung

Register 46

10,055

Waykanan/Lampung

Unit/UMH Bangka-Belitung

16,730

Bangka-Belitung/Kep. Bangka-Belitung

합계

73,277

*비고: UMH: 임업공사 산림 관리 단위(Unit Managemen Hutan)
            UMR: 임업공사 복구 관리 단위(Unit Managemen Rehabilitasi)
(출처: Inhutani I, II, III, IV, dan 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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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영림공사 영업 실적 (2014 – 2018)

*비고: A. 국내 판매, B. 해외 판매
(출처: 영림공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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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a. 영림공사 본사 조직도, 2017

붙임 4b. 영림공사 지청 조직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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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c. 임업공사 I 동부 칼리만탄 사업 단위 조직도

붙임 4d. 임업공사 II 조직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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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e. 임업공사 III 조직도

붙임 4f. 임업공사 IV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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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g. 임업공사 V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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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영림공사 지역별 산림 경영 단위(KPH, Kesatuan Pemangkuan Hutan)
No

지역별 KPH

A.

Perum Perhutani Unit I

면적 (Ha)

No

지역별 KPH

B.

Perum Perhutani Unit II

(중부 자바)

면적 (Ha)

(동부 자바)

1.

KPH Pekalongan Timur

52,793.67

21.

KPH Ngawi

45,909.70

2.

KPH Pekalongan Barat

40,743.76

22.

KPH Jatirogo

18,763.20

3.

KPH Surakarta

32,918.70

23.

KPH Tuban

28,602.50

4.

KPH Purwodadi

19,636.50

24.

KPH Probolinggo

84,263.60

5.

KPH Pemalang

24,392.67

25.

KPH Nganjuk

21,274.85

6.

KPH Kedu Selatan

44,659.81

26.

KPH Mojokerto

31,922.60

7.

KPH Kedu Utara

36,343.39

27.

KPH Parengan

17,633.30

8.

KPH Randublatung

32,438.72

28.

KPH Madiun

31,219.70

9.

KPH Telawa

18,667.30

29.

KPH Malang

90,360.80

10.

KPH Kendal

20,703.28

30.

KPH Bojonegoro

50,144.00

11.

KPH Semarang

29,119.40

31.

KPH Pandangan

27,883.60

12.

KPH Mantingan

16,695.07

32.

KPH Jember

71,554.87

13.

KPH Blora

15,104.99

33.

KPH Lawu DS

52,256.40

14.

KPH Gundih

30,049.42

34.

KPH Blitar

57,336.20

15.

KPH Balapulang

29,790.29

35.

KPH Jombang

37,348.00

16.

KPH Cepu

33,017.29

36.

KPH Kediri

117,339.80

17.

KPH Banyumas Barat

55,562.98

37.

KPH Pasuruan

31,988.80

18.

KPH Banyumas Timur

46,309.50

38.

KPH Saradan

37,898.40

19.

KPH Pati

39,033.04

39.

KPH Banyuwangi Utara

50,506.68

20.

KPH Kebonharjo

17,734.60

40.

KPH Banyuwangi Barat

42,707.20

41.

KPH Banyuwangi Selatan

43,818.00

42.

KPH Madura

47,093.20

43.

KPH Bondowoso

88,881.11

소계 (B)

1,126,657.51

소계 (A)
C.

635,714.38

Perum Perhutani Unit III

Perum Perhutani Unit III

(서부 자바&반텐)

(서부 자바&반텐)

44.

KPH Bandung Utara

20,560.36

51.

KPH Sumedang

36,547.39

45.

KPH Bandung Selatan

55,476.66

52.

KPH Tasikmalaya

43,974.61

46.

KPH Indramayu

40,701.05

53.

KPH Garut

81,541.39

47.

KPH Cianjur

76,053.07

54.

KPH Sukabumi

58,495.53

48.

KPH Bogor

49,337.06

55.

KPH Purwakarta

60,609.83

49.

KPH Ciamis

29,942.40

56.

KPH Majalengka

20,396.78

50.

KPH Banten

78,487.64

57.

KPH Kuningan

29,684.35

소계 (C)

681,808.12

합계 (A+B+C)

2,444,180.01 Ha
(출처: Perum Perhutan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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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임업공사와 사기업간 합작 회사 (Joint Venture) 목록
면적(Ha)

주별 위치

상태

(Provinsi)

(활동/비활동)

총

PT Tanjung Redep Hutani

Kalimantan Timur

활동

185,840

99,801

2.

PT Taman Daulat Wananusa

Kalimantan Timur

비활동

13,400

*

3.

PT Hutan Kusuma

Kalimantan Timur

비활동

14,325

*

4.

PT Bhineka Wana

Kalimantan Timur

활동

9,945

2,600

5.

PT Hutan Magligai

Kalimantan Timur

활동

11,275

*

6.

PT ITCI Hutani Manunggal

Kalimantan Timur

활동

161,127

125,340

7.

PT Surya Hutani Jaya

Kalimantan Timur

활동

157,070

*

8.

PT Berkat Hutan Pusaka

Sulawesi Tengah

비활동

13,400

10,615

9.

PT Anangga Pundi Nusa

Kalimantan Timur

비활동

29/728

14,400

No

Joint Venture

1.

유효

A. PT INHUTANI I

B. PT INHUTANI II
1.

PT Hutan Sembada

Kalimantan Selatan

비활동

10,260

4,572

2.

PT Jenggala Semesta

Kalimantan Selatan

비활동

12,380

6,707

3.

PT Kirana Cakrawala

Maluku Utara

비활동

21,265

13,166

4.

PT Kalpika Wanatama Unit I

Maluku Utara

비활동

11,780

5,629

5.

PT Kalpika Wanatama Unit II

Maluku Utara

비활동

11,242

4,614

1.

PT Perintis Adiwana

Kalimantan Tengah

활동

19,100

*

2.

PT Rimba Dwipantara

Kalimantan Tengah

비활동

9,930

*

3.

PT Puspa Wana Cemerlang

Kalimantan Tengah

비활동

12,920

*

4.

PT Rimba Arga Mas

Kalimantan Tengah

비활동

10,100

*

5.

PT Rimba Elok

Kalimantan Tengah

비활동

18,820

*

6.

PT Kusuma Puspa Wana

Kalimantan Barat

비활동

9,614

*

7.

PT Lahan Sukses

Kalimantan Barat

비활동

14,460

*

C. PT INHUTANI III

D. PT INHUTANI IV
1.

PT Rimba Wawasan Permai

N. Aceh Darusalam

비활동

6,120

*

2.

PT Rimba Timur Sentosa

N. Aceh Darusalam

비활동

6,250

*

3.

PT Tusam Hutani Lestari

N. Aceh Darusalam

활동

97,300

*

4.

PT Sinar Belantara Indah

Sumatera Utara

활동

5,197

*

5.

PT Hutan Barumun Perkasa

Sumatera Utara

활동

11,843

*

6.

PT Rimba Penyangga Utama

Sumatera Utara

비활동

6,150

*

E. PT INHUTANI V
(합작 회사 없음)
비고: * (유효면적 데이터 없음)
(출처: PT Inhutani I, II, III, IV, dan 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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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영림공사 R&D 센터
영림공사의 R&D 센터는 자바 및 마두라 지역의 산림 경영에 있어 경영진과 함께 협력한다. 이 기관의 주요 활동은 산림 자원
관리 이슈와 기타 관련 측면의 상호 작용에 따라 회사의 발전과 주요한 가치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로는 ①연구 결과 수행, ②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관련,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
에 권장 사항 및 건설적인 비판 제시가 있다. 연구 개발은 ①산림 자원, ②생명 공학, ③생산, 산업, 마케팅, 경영, ④환경, 사회,
경제의 4가지 분야에 대해 이루어진다.

Figure 2 영림공사 R&D 센터의 시험림 플롯 위치

I. 연구 활동
1. 산림 자원 분야
산림 자원 분야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림 기술 및 육종에 중점
a. 조림 기술에는 ①조림 수종 재배 기술 ②해충 및 질병 연구가 포함
b. 육종은 전통적인 방법 및 생명공학 기술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짐.
육종의 목적은 높은 산림 생산성을 통해 회사와 지역 사회에 유익한 유전 형질을 획득하는 것이다. 나무 육종은 티크 뿐 아니
라 셍온, 소나무 같은 종에서도 수행된다.

1.1 티크 수형목(Tectona grandis)
Plus Tree, 즉 수형목은 주변의 나무와 비교하여 최고의 표현형을 갖는 유전 자원이다. 1981년에 수행된 초기 수형목 선발
에 의해 600 그루의 티크 수형목을 선발했고(자바 및 자바 외부), 2000년까지 자바 지역에서 300본, 자바 외 지역에서 380본
이 선발되었다. 티크 수형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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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산성: 주지 수고 및 직경
b. 품질: 지하수고(枝下樹高) 12-16m, 가지 탈락 능력, 곧은 수형, 판근(板根)이 없고 섬유가 직선형인 것.
c. 해충/질병에 대한 내성

1.2 티크 수형목 검정
1983년에 자바 지역 300개 수형목 유전 자원 보호를 위해 Cepu, Saradan, Bojonegoro KPH에 클론 뱅크를 설치하고
Padangan, Cepu, Randublatung KPH에 총 면적 약 1,300 ha(각각 640, 480.7, 174.4)의 클론 채종원도 조성하였다.
이들 유전 자원에 대한 차대검정은 1987년부터 이루어졌는데 1987년에는 108그루의 수형목에서 종자를 채취, 1988년에
는 Gadjah Mada 대학교와 협력하여 24개 산지(provenance), 189개 가계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반형매 차대검정을 실시하
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형매 차대검정을 실시하여 2001년까지 전체 수형목에 대해 반형매 차대검정을 수행했고 2002년
에는 전형매 차대검정을 실시한 바 있다.
2004년에는 차대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된 클론으로 구성된 채종원을 Cepu KPH에 조성하였다. 2008년에는 차대검정
을 통해 성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클론을 생산에서 제외하였다.

1.3 소나무 시험 (Pinus merkusii Jung et de Vries)
1976년부터 소나무 수형목 초기 선발을 실시하여 288개 가계를 선발하였고 이들 수형목 채종원이 Sempolan, Baturaden
및 Sumedang에 조성되었다.
2002년에 수마트라 소나무(Pinus merkusii)를 대상으로 수액 생산 능력이 좋은 형질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2009년까지
1,085개 가계(자바와 남부 술라웨시 지역산림 및 채종원 3곳 대상)에 대해 시험이 이루어졌다. 수액 생산 능력의 기준은 본당
3일 간 최소 50그램이다(현재 평균 생산량이 본당 7그램/일).
2007년에서 2009년에 걸쳐 소나무의 수액 생산 형질 차대검정림이 Banyumas Barat 지역 KPH에 75h 규모로 조성되었
다.

1.4 셍온 시험 (Falcataria moluccana)
1991년부터 인도네시아 전역과 솔로몬 제도에서 수집된 약 100여종의 종자 대상(육종 재료)
2009년에 Candiroto와 Ambulu 지역에 채종원 조성

2. 생명 공학

2.1 조직배양 연구실
부모 개체와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를 생산하고 증식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체세포영양계 변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 조직 배양 증식 시험(시험관)을 이용한 연구 활동은 수형목 또는 채수포에서 채취한 정단부 혹은 측면 새
순을 재료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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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포 공학 연구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본 유전 자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육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잡종 교배로 인한 형질을 컨트롤하면서 우
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티크를 얻는 것이 목적. 티크 체세포 배아 및 염색체 증식을 통한 우수한 티크 군/원형질 융합 접근에 대
한 연구 수행

2.3 분자 유전학 연구실
유전 자원 보호 및 나무 육종에 있어 기본 선발을 위한 분자적 및 해부학적 유전자 표지 획득이 목적. 연구 활동은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를 통한 DNA 대조, 구분, 선발이다.

3. 관리 및 환경
관리 및 환경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은 사업 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의 성과 및 공공 서비스 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a. 생산, 산업과 마케팅과 관련한 연구
b. 혼농임업과 사회적 임업 모델 개발
c. 생태 관광 및 환경 서비스 가능성에 대한 연구

II. 개발 활동
1. 조림 기술 및 육종 연구 결과 적용

1.1 우수 티크 품종
우수한 티크 품종은 목재 품질뿐 아니라 빠른 생장과 같은 이점이 있다. 티크 육종 개발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반하여 수행
된다.
a. 기존 조림 방식(품종, 식재 간격, 시비량)을 기반으로 우수한 유전 형질을 육종하여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
b. 클론 시험 및 차대검정 시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가계를 사용
c. 2004년에 600 ha, 2005년에 300 ha 면적에서 시험 수행.

1.2 집약적 조림(SILIN)을 통한 클론 임업
집약적 조림에는(Silin)에는 (i) 우수한 종자, (ii) 현장 준비, (iii) 시비, (iv) 유지 관리 및 (v) 산림 보호가 해당되며 위의 원칙에
따라 조림지를 조성/운영하는 것이다. 우수한 티크 클론에 대한 식재 시험은 2003년 Pemalang과 Ngawi 지역 KPH에서 시
작되었고 2004년에 5개 KPH(Pemalang, Kebonharjo, Tuban, Ngawi Nganjuk, Probolinggo)에서 추가로 실시했다.
묘목은 우수한 클론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삽수를 절단, 채취하여 생산하였다. 균일한 생장을 보이는 Pemalang 지역 KPH에
서는 6년생 기준 평균 수고 21m, 직경 19cm, 최대 직경 29cm, 최대 축적이 ha당 93 ㎥에 달했다. 영림공사는 매년 2만 ha 티
크 클론 조림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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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티크 채종원 조성
채종원은 묘목 생산을 위한 삽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Cepu의 티크 채종원은 0.65 ha 면적으로, 영림공사 티크 클론 PHT
I 및 PHT II의 삽수를 65만 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 클론들은 농림부로부터 2009년 11월 품종 증명서를 받
은 것이다. 다른 여러 KPH에서도 티크 채종원 총 24 ha를 조성하였다.

1.4 수액 채취용 소나무 개발
수액 채취용 소나무 육종 프로그램에서 3일 간 50g 이상의 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7년에는 시험
을 통해 선발된 종자들로 송진 채취용 송림이 조성되었다.

1.5 차대검정림을 통한 까유 뿌띠(Cajuput oil 생산용) 조림지 개발
오일 수율이 높고 시네올(cineole) 함량이 높은 형질 육종을 통해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까유 뿌띠 수종의 차대검정 결과 조성된 2000년에 Sukun, Madium 지역에 채종림이 조성되었다. 2001년에는
Dedungtawing, Juworo, Gundih 지역, 2002년에는 Kejalen, Ledok, Madium 지역에 식재되었다. 차대검정 결과 조성된 채
종림에서 생산한 종자로 까유 뿌띠 식재 생산림 복구 15,000 ha를 계획하고 있다.

2. 산림 자원 관리
산림 자원 관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농장과 같이 집약적인 조림목 관리 방법 개발에 중점을 둔다.
a. 외생 균근 알긴산염 타블렛 생산
b. 한천 식물 접종 실험;
c. 티크 클론 PHT I 및 PHT II에 대한 PVP(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식물 품종 보호) 인증.

3. 종자 생산

3.1 티크 클론 채종원
선발한 수형목을 영양생식(눈접)을 통해 증식시켜 조성한 채종원을 말하며 이 곳의 목적은 우수한 품질이 보장된 종자를 얻
는 것이다. 1982년부터 2005년에 걸쳐 조성된 티크 클론 채종원은 다음과 같다
a. Sekaran : 600 ha, 종자 생산 능력 15 ton/연
b. Randublatung : 172 ha, 종자 생산 능력 2 ton/연
c. Padangan : 650 ha, 종자 생산 능력 8 ton/연

3.2 소나무 채종원
선발된 소나무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1978년부터 1983년 사이에 조성되었다.
a. Sempolan : 96 ha, 종자 생산 능력 500 kg/연
b. Baturaden : 96 ha, 종자 생산 능력 500 kg/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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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medang : 75 ha, 종자 생산 능력 300 kg/연

3.3 까유 뿌띠 차대검정을 통해 조성된 채종원
까유 뿌띠를 육종을 통해 에센셜 오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종원은 기존에 차대검정 시험이 실시된 차
대검정림 3곳(Gundih, Cepu, Madiun)을 전환한 것이다. 채종원은 2001년에 조성되었다.
a. Cepu : 1 ha, 종자 생산 능력 2 kg/연
b. Gundih : 1.5 ha, 종자 생산 능력 3 kg/연
c. Madiun : 1.5 ha, 종자 생산 능력 3 kg/연

3.4 티크 수목원
티크 수목원은 티크종의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전시하는 동시에 티크 수종에 대한 이해와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은 아
래와 같음
a. 분류학에 기반하여 구분된 티크 수종 수집 지역
b. 각 수종의 유전적 변이 및 환경 적응 변이를 보여주는 데모 플롯
c. 총 32개 변종이 있음

3.5 기타 수종 보전원
로컬 기타 수종에 대한 종자 생산 및 유전 자원 보전이 목적, 총 42개 종 720개 개체로 구성.
(출처: https://www.puslitbangperhutani.com, http://www.infoblora.com/2013/02/
pusat-penelitian-dan-pengembangan-peru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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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영림공사의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센터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의무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의 과제 및 기능 중 하나로써 현재 작업계획과 회
사 예산에 기반하고 있고 따라서 직원들의 ①지식 향상, ②기능 습득 ③직원 행동/태도 관리의 기능을 하여 정해진 직무 기술에
적합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도록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센터의 프로그램은 매년 교육/개발 요구
분석 결과에 따라 구성되고 갱신된다.

I. 교육 및 트레이닝 범위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는 ①직무 전 교육, ②기본 교육, ③리더십 교육, ④직무 교육, ⑤기술 교육, ⑥역량 기반 지속가
능한 생산림 경영을 위한 자격 교육(GANISPHPL), ⑦산림 중등 교육, ⑧산림 기획 중등 교육, ⑨원격 교육이 있다.
또한 학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를 위한 커리큘럼 및 강의 계획서를 제
공한다. 커리큘럼 및 강의 계획 작성 및 검토는 사용자(각 부서) 및 유능한 전문가(인도네시아 개발 대학(UPI), 족자카르타 대학
(Universitas Negeri Yogyakarta), 환경산림부 교육 트레이닝 센터)가 함께 하는 Focus Group Discussion 포럼을 통해 수행
된다.

II. 개발 범위
개발은 기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와 해당 분야 역량 격차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교육 훈련 개발은 다음의 단계로 수행된다.

1.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 개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①커리큘럼 개발 활동, ②새로운 교육 훈련 개발 커리큘럼 및 강의 계획서 검토, ③인적 자원 교육 훈련 센터의 인적 자원(강
사와 조직) 역량 개발, ④영림공사 내부로부터 강사 네트워크 구축 ⑤강사 전문가 직급의 경력 패턴 이행 지침 정리
2. 지식 관리 및 홍보 활동 : ①다양한 지식, ②인적 자원 최적화와 교육 개발 분야 협력

교육 방식에 다른 프로그램 개발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1. 원격 교육
원격 교육은 시청각 학습 모듈 및 다양한 미디어를 학습 도구로 사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의 상호 작용을 서로 떨어진 곳에
서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방법이다(학습 시작 및 종료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 대면 기술 사용). 이 경우 교육 센터에서 멀리 떨어
진 학습자는 대면 교육(오프라인)시 제공되는 교재를 통해 동일한 학습이 가능하다. 교육 센터에서 수행되는 원격 교육은 임업
기술 및 비임업 기술 분야를 다루며, 주요 강사는 현장 조교가 지원하는 전문 강사 인력이다.
2. 영림공사 교육림(HP3, Hutan Pendidikan Perum Perhutani) 교육
교육림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현장에서의 실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작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림 워
크샵에서는 티크 및 기타 수종, 특히 소나무 숲 관리에 있어 현황을 주로 다룬다. 학습 참가자는 특히 임업 분야 업무시 토지 운
용 기술을 익히는데 유용한 현장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출처: http://www.pusdikbangsdmperumperhuta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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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영림공사와 임업공사 로드맵(2020-2024)
기본적으로 투자는 ①투자 목적 설정, ②사업 리스크 수준 설정, ③사업 리스크 및 투자수익률 예측, ④최적의 포트폴리오 구
성, ⑤투자 실적 측정 및 검토, 5가지 과정을 고려한다. 투자 실적 측정 및 검토는 매 투자 진행 시 수행한다. 이를 근거로 영림공
사와 임업공사는 향후 진행할 사업 포트폴리오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I. 영림공사 실적과 매출 로드맵 (2019-2024)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영림공사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 면적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티크 및 기타 수종 원목 사업은 영림공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며 향후 재식재 면적을 증가시킬 것이다. 비목재분야에서는
송진/테레핀 사업과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다. 반면,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바이오매스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사업은 향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영림공사 실적 로드맵 (2019-2024)
전략 목표
재정건전성
강화
고객가치
향상

산림자원
관리 향상

지표

단위

매출

로드맵

CAGR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십억 루피아

4,684

5,276

5,784

6,857

7,409

7,981

11%

이익률

%

11.75

11.78

11.81

11.84

11.87

11.90

0.3%

자산수익률

%

10.62

10.65

10.68

10.71

10.74

10.77

0.3%

고객만족도(ECSI)

점

84

88

90

92

93

94

0.2%

84

88

90

92

93

94

2%

생산림 피복률 면적

%

티크

Ha

455,357 457,993 459,317 460,640 461,964 463,288 0.3%

소나무

Ha

22,573 228,617 234,430 240,243 246,055 251,867 62%

까유 뿌띠

Ha

28,138

34,514

40,696

46,605

52,513

57,235

15%

59,961

65,833

14%

속성수

Ha

34,473

40,745

47,017

53,389

바이오매스

Ha

42,724

67,409

80,154

92,899 105,644 118,489 23%

사회적임업 실행 면적

Ha

120,000 210,000 300,000 390,000 480,000 570,000 37%

생산량
임산물생산
최적화

원목

M³

841

1,115

1,260

1,518

1,598

1,534

소나무 수액

Ton

93,778

94,831

65,554

96,382

97,404

99,443

1%

까유 뿌띠 잎

Ton

48,705

62,635

72,416

78,241

87,968

99,276

15%

바이오매스

‘000 Ton

100

100

60

2,580

1,615

2,543

91%

제재목

M³

16,388

17,958

19,865 21,698

25,433

28,180

11%

Finish Products

M³

28,196

29,817

31,621 33,496

36,378

37,767

6%

송진

Ton

73,592

75,583

76,210 76,914

77,761

79,346

2%

테레핀

Ton

17,362

17,874

18,050 18,244

18,474

까유뿌띠 오일

Ton

338

455

550

602

686

자회사 이익

십억 루피아

64

74

86

99

114

생산량

임산물가공
향상

13%

18,879

2%

784

18%

132

16%

(출처: 영림공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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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①매출, ②이익률, ③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s)을 이용하였다. 위 표에
따르면, 매출은 매년 11%씩 증가하는 반면 이익률과 자산수익률은 각각 0.3%씩 증가한다. 이는 매년 사업 비용이 계속하여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임업분야에서는 특정한 사업들은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급진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티크
식재 면적도 2019년 455,357 ha에서 2024년 463,288 ha로 0.3%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소나무 식재 면적은 매년 65%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영림공사가 소나무 수액을 생산하여 송진/테레
핀과 그 부산물 가공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 파트너십(Kemitraan Kehutanan)을 통한 사회적 임업 역시 37%
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영림공사가 특정지역의 지역주민과 협력사업(혼농임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P.83/Menllhk/Setjen/Kum.1/10/2016 의거하여 영림공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
영림공사 실적 로드맵 (2019-2024) (계속)
전략
목표

지표

단위

로드맵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CAGR

판매량
원목

M³

757

1,030

1,228

1,484

1,558

1,498

15%

마케팅

송진

Ton

76,920

74,431

74,886

75,390

76,009

77,331

0%

및

테레핀

Ton

12,700

14,228

14,106

13,906

13,702

14,087

2%

판매

까유뿌띠 오일

Ton

338

455

550

602

686

784

18%

향상

제재목

M³

882

1,039

1,206

1,319

1,525

1,684

14%

완제품

M³

28,196

29,817

3,621

33,496

36,378

37,767

6%

관광

백만 명

20

23

27

31

37

43

17%

감사지적사항 후속조치

%

100

100

100

100

100

100

0%

환경지적사항 후속조치

%

100

100

100

100

100

100

0%

파트너십및지역개발

%

80

81

82

83

84

85

1%

무능력한 직원
직원의 일탈
근무환경 개선

%

25

21

17

13

10

10

-17%

HSE,
CSR
준수
인적
자본
향상

자본
구조
향상

프로그램 이행
%

20

17

12

7

5

5

-24%

%

2.95

3.10

3.20

3.30

3.50

3.50

3%

고객만족도 지표

%

50

60

70

80

85

90

12%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

84

85

85

86

86

87

1%

우수실적평가표준

%

525

560

590

615

635

650

4%

자본지출

십억 루피아

1,080

773

899

948

1,078

1,151

1%

사업최적화

%

30

50

70

80

90

100

27%

경영지식 증진

%

30

50

70

80

90

100

27%

(출처: 영림공사(2019))
바이오매스 원료 생산을 위한 단벌기 잡목 식재는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림공사가 바이오매스 에너지
로서 우드펠릿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식재면적은 2019년 42,724 ha에서 2024년 118,489 ha까지 증가할 전
망이다. 까유 뿌띠와 속성수(셍온, 유칼립투수, 그멜리나, 자본 등)의 식재도 연평균 15%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까유 뿌띠
식재는 향후 까유 뿌띠 잎과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가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속성수의 식재는 목가공(합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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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베니어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원목 생산은 티크 목재와 기타 수종의 목재를 포함하며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의 대부분은 기타 수종
이 차지하며 이는 기타 수종은 생장속도가 빨라 6년 내에 원목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까유 뿌띠 잎 생산은 연평
균 15%의 성장률 보인다. 이것은 현재 영림공사가 계속해서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사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급진
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바이오매스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위한 목재 생산은 생산 주기가 3년으로 상대적
으로 짧으며, 향후 5년 안에 3년 전에 식재한 목재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 내에 영림공사는 제재목, 완제품, 송진/테레핀,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등의 목가공 산업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제재
목와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은 각각 11%와 18%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림공사는 자체적으로 우드펠렛이나 바이오
매스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나 투자자와 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영림공사는 원목,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제재목, 관광 등을 위한 마케팅과 판매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 동안 원목수출규제
때문에 원목은 국내 판매만 이루어졌지만 목가공품(몰딩, 베니어, 합판 등)은 주로 유럽,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어 왔다.
영림공사 매출 로드맵 (2019-2024)
매출

단위

원목

로드맵

CAGR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십억 루피아

1,412

1,862

2,028

2,579

2,784

2,684

송진/테레핀

십억 루피아

1,821

1,688

1,749

1,814

1,882

1,987

2%

까유 뿌띠

십억 루피아

273

309

349

394

445

503

13%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

십억 루피아

84

118

147

167

197

233

23%

관광

십억 루피아

251

301

361

433

520

623

20%

바이오매스

십억 루피아

3

3

2

147

54

187

129%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서비스 십억 루피아

3

4

5

6

9

10

26%

14%

자산 최적화

십억 루피아

29

35

42

50

60

72

20%

혼농임업

십억 루피아

59

70

84

101

121

146

20%

송진/테레핀 부산물

십억 루피아

138

186

213

245

281

322

19%

코펄

십억 루피아

6

7

7

7

7

7

3%

기타 수입

십억 루피아

14

15

15

16

16

17

3%

지주회사 총매출

십억 루피아

4,093

4,596

5,002

5,958

6,375

6,792

11%

자회사 총매출
자회사 총이익

십억 루피아

680

680

782

899

1,034

1,189

15%

십억 루피아

74

74

86

99

114

132

16%

총매출

십억 루피아

5,276

5,276

5,784

6,857

7,409

7,981

12%

총이익

십억 루피아

621

621

683

812

879

950

11%

(출처: 영림공사(2019))
위 표에 따르면 바이오매스의 2022년 이후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연평균 129%로 가장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이어서 산
림 및 기타지역 복구(RHL, Rehabilitasi Hutan and Lahan) (26%), 까유 뿌띠 에센셜 오일(23%), 혼농임업(20%), 송진/테
레핀 부산물(20%), 까유 뿌띠(13%), 원목 (14%) 순이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임산물이 일반 매출이 가장 높다는 의미는 아니
다.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5가지 임산물은 원목이 39.52%로 가장 높고, 이어 송진/테레핀(29.26%), 관광(9.17%), 까유
뿌띠(7.41%), 송진/테레핀 부산물(4.74%) 순이다. 기타 임산물에 발생하는 매출은 영림공사 전체 매출의 4%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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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임업공사 실적과 매출 로드맵 (2019-2024)
임업공사(I~V)의 중점 사업은 영림공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임업공사 I 과 II는 여전히 머란띠와 같은 기타 수종의 천연목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업공사 I~III은 아카시아, 고무나무, 유칼립투스, 셍온, 그멜리나, 자본 등의 조림목 생산을 늘려
가고 있다. 특히 고무나무는 25~30년 후에 벌채를 하여 목재를 생산할 수 있고 식재 후 5년 후에 고무 수액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업공사에서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1. 임업공사 I 실적과 매출을 위한 로드맵 (2019-2024)
임업공사 I의 전략적 목표는 지난 5년 동안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향후 5년간의 목표 역시 천연림에서의 원목 생산
이 주요 사업이 될 것이다. 부수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타 사업은 고무 수액, 소나무 수액, 송진/테레핀 사업이 있다.
목은 국내 판매만 이루어졌지만 목가공품(몰딩, 베니어, 합판 등)은 주로 유럽,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어 왔다.
임업공사 I 실적 로드맵 (2019-2024)
전략
목표
재정건전성
강화
고객가치
향상

산림자원
관리 향상

지표
매출

단위

로드맵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CAGR

백만 루피아 258,761 267,422 275,418 280,676 286,321 290,575 2.05

이익률

%

8.89

8.95

8.63

8.30

8.20

8.25

-1.20

자산수익률

%

5.75

5.88

5.77

5.59

5.50

5.60

-0.43

고객만족도(ECSI)

점

82

84

85

86

87

90

1.62

Ha

5,780

5,820

5,930

5,810

5,850

5,900

0.35

Ha

6,100

6,200

6,210

6,240

6,100

6,230

0.36

Ha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8.33

Ha

100

100

200

250

300

350

41.67

생산림 피복률 면적
천연림
조림지
혼농임업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생산량

임산물생산
최적화

천연목

M³

323,840 326,720 333,200 337,384 340,235 342,350 0.95
480,000 488,000 489,000 492,100 480,000 482,000 0.42

조림목

M³

목재 가공품

M³

고무 수액

Ton

878

1,697

2,472

3,025

관광

명

38,000

40,000

42,500

43,500

소나무 수액

Ton

1,125

1,275

1,375

1,475

1,575

1,675

8.15

송진

Ton

720

815

880

944

1,100

1,210

11.34

테레핀

Ton

180

204

220

236

255

270

7.89

6,237

6,336

6,335

6,434

6,543

6,614

1.01

4,230

5,340

36.43

44,000

45,000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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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천연목

백만 루피아 84.042

88.214

76.636

70.850

71.449

74.075 -1.97

조림목

백만 루피아 39.760

34.720

34.776

30.576

29.89

32.707 -2.96

목재 가공품

백만 루피아 34.422

38.016

38.010

38.604

39.258

41.845

고무 수액

백만 루피아 24.584

32.243

46.968

57.432

58.660

46.641 14.95

관광

백만 루피아 1.520

1.600

1.700

1.740

1.760

1.800

3.07

800

1.600

2.000

2.400

2.800

41.67

마케팅 및

판매 향상 산림 및 기타지역복구 백만 루피아

800

3.59

서비스
소나무 수액

백만 루피아 13.500

14.025

15.125

16.225

17.325

18.425

6.08

순이익

송진

백만 루피아 37.440

39.120

42.240

44.368

46.060

48.480

4.91

테레핀

백만 루피아 15.300

16.320

17.600

18.880

20.400

20.606

5.78

임업공사 I

백만 루피아 23.039

24.696

25.144

27.053

29.446

32.833

7.09

(출처: 임업공사 I (2019))
임업공사 I의 2019년 순이익은 약 230억 루피아이며 2024년 순이익은 320억 루피아(연평균 7.09%증가)로 다른 임업공
사와 비교하여 재정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천연목 판매가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고무 수액, 송진, 목가공
품, 조림목 순이다.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사업의 성장률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은 입찰경쟁으로 획득되는 사업으로
서 사업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 소나무 수액, 송진/테레핀 사업은 향후 영림공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2. 임업공사 II 실적과 매출 로드맵 (2019-2024)
임업공사 II의 향후 5년간 실적은 임업공사 I과 동일하게 천연목과 조림목의 가공품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임업공사 II는 산림조합중앙회(KIFC, 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를 포함한 투자자들과의 협력으로 남부 칼리만
탄에 고무나무 조림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무나무 목공예품 사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임업공사 II 실적 로드맵 (2019-2024)
전략
목표
재정건전성
강화
고객가치
향상

지표
매출

단위

로드맵
2019

백만 루피아 73,061

2020

2021

2022

2023

2024

CAGR

87,748 143,060 145,331 145,900 168,503 21.77

이익률

%

5.5

7.1

4.3

5.5

5.9

5.4

1.21

자산수익률

%

16

18

19

19

19

21

5.20

고객만족도(ECSI)

점

67

67

68

68

69

72

1,24

고무나무조림

Ha

1,724

1,719

1,705

1,780

2,000

2,000

2.67

기타수종조림

Ha

2,333

2,405

3,442

3,097

3,019

3,666

9.52

혼농임업

Ha

269

269

269

269

269

269

0,00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Ha

1,000

2,500

1,500

500

500

1,655

10,92

생산림 피복률 면적
산림자원
관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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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임산물생산

천연목

M³

80,000

82,000

90,000

92,000 100,000 105,000 5.20

최적화

조림목

M³

7,680

14,130

40,160

52,410

56,460

65,570 60.67

고무수액

Ton

530

910

1,290

1,800

2,120

2,350

16.43

판매량

마케팅 및
판매 향상

순이익

천연목

백만 루피아 67,200

70,500

78,900

81,900

85,900

91,900

6.12

조림목

백만 루피아

2,586

613

325

1,297

2,146

3,916

8.57

고무수액

백만 루피아

7,950

14,267

21,925

29,878

37,654

39,916 13.67

산림 및 기타지역 백만 루피아 36,803

45,313

33,664

25,376

16,011

34,365 -1.10

복구
혼농임업

백만 루피아

595

4,250

4,430

5,820

6,247

6,247

7.83

야자

백만 루피아

0,590

550

653

1,390

1,491

1,680

34.24

레몬그라스 오일

백만 루피아

2,234

-

-

-

-

-

-

4,696

5,144

6,053

6,446

6,833

7.58

임업공사 II

백만 루피아 3,039

(출처: 임업공사 II (2019))
임업공사 II의 향후 5년간 실적은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7.58%로 양호한 편이다. 가장 높은 매출이 기대되는 항목은 천연
목이며, 이어서 고무수액,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천연목 판매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 여부에 따라 변
동 가능하다. 이 문제는 고무수액과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매출기여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특
히 고무수액은 가격변동이 심하다. 고무수액 가격 등락에 따라 임업공사의 순이익도 영향을 받게 된다.

3. 임업공사 III 실적과 매출 로드맵 (2019-2024)
임업공사 I과 II와는 달리 임업공사 III은 천연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연목 생산을 하지 않으며, 비목재임산물(고
무수액, 소나무 수액,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잠재력이 낮긴 하지만 2,000 ha 규모의 아카시아
와 유칼립투스 조림지를 경영하고 있다.
임업공사 III 실적 로드맵 (2019-2024)
전략
목표
재정건전성
강화
고객가치
향상

지표
매출

단위

로드맵
2019

백만 루피아 34,634

2020

2021

2022

2023

54,597

63,373

70,150

77,749

2024

CAGR

86,210 24.81

이익률

%

11.24

8.96

8.05

7.62

7.25

13.17

2.86

자산수익률

%

3.96

3.43

8.57

10.51

10.19

11.20

7.67

고객만족도(ECSI)

점

85

85

86

86

87

87

0.39

고무나무조림

Ha

766

1,474

1,982

1,984

2,463

2,540

38.59

기타수종조림

Ha

375

700

1,000

1,000

1,000

1,000

27.65

혼농임업

Ha

700

1,130

1,300

1,750

1,830

2,230

36.43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Ha

1,067

900

1,100

1,300

1,500

1,700

9.89

생산림 피복률 면적
산림자원
관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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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임산물생산
최적화

고무수액

Ton

619

1,241

1,976

2,536

3,040

3,468

27.59

소나무수액

Ton

-

1,000

1,100

1,150

1,200

1,250

4.17

레몬그라스

Ton

-

15,000

15,000

15,000

15,000

30,000 16.67

바이오매스

M³

-

25,000

22,500

30,000

37,500

37,500

백만 루피아 11,496

26,740

39,940

52,540

55,140

65,740 24.30

산림 및 기타지역 백만 루피아 38,958

22,496

27,171

36,140

36,140

41,340

1.02

8.33

판매량
고무수액
복구
마케팅 및
판매 향상

순이익

혼농임업

백만 루피아

902

1,704

2,215

2,673

3,557

5,081

33.03

소나무 수액

백만 루피아

693

16,271

17,380

18,944

19,925

21,060

5.89

자산최적화

백만 루피아

1,564

2,133

2,313

2,673

2,673

2,853

13.74

바이오매스

백만 루피아

-

393

591

788

984

984

30.08

부산물

백만 루피아

-

-

-

-

-

9,300

0.00

묘목판매

백만 루피아

-

100

141

210

333

700

100.0

레몬그라스

백만 루피아

150

150

150

150

150

300

16.67

임업공사 III

백만 루피아 3,892

4,894

5,104

5,348

5,638

7,354

7.46

(출처: 임업공사 III (2019))
매출기여도가 가장 큰 항목은 고무수액이며, 이어서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소나무 수액 순이다. 혼농임업은 매출기여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가능성 높으므로 사업 실패의 우려를 극복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 사업은 투자자와 지역주민의 협력
을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임업공사 III는 고무와 기타 수종(셍온, 유칼립투스)의 식재, 혼농임업을 위한 옥수수와 카사바 식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혼농어업과 목축업 또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목공예와 목재섬유 가공 이외에 목재에너지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에너지림(THE, Hutan Tanaman Energi)에
는 벌기령이 짧은 글리시디아(Gliricidia), 레우캐나(Leucaena), 칼리안드라(Callidanra), 셍온, 유칼립투스 등이 식재되어 있
다. 임업공사 III은 목재에너지림 허가를 따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조림지의 일부 면적에 목재에너지림을 보유하고 있다.

4. 임업공사 IV 실적과 매출 로드맵 (2019-2024)
임업공사 IV는 천연림과 조림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협력사업으로서 소나무 수액 사업과 산림 및 기타지역 복
구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소나무 수액 사업은 보호산림경영구(KPHL, Kesatuan Pengelolaan Hutan Lindung)와의 협력을
통해 서부 수마트라 따나 다타르, 아감, 솔록, 파사만 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부 수마트라주 만델링 나딸과 아쩨 지역에서는
PT Tusam Hutan Lestari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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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공사 IV 실적 로드맵 (2019-2024)
전략

지표

목표

매출

재정건전성
강화
고객가치
향상

단위

로드맵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CAGR

백만 루피아 108,294 126,624 145,577 164,847 189,172 218,858 17.02

이익률

%

5.47

5.18

5.17

5.17

5.55

5.66

0.57

자산수익률

%

7.95

8.02

8.28

8.44

9.25

13.17

10.94

고객만족도(ECSI)

점

80

82

84

86

88

90

2.08

생산림 피복률 면적
산림자원

커피나무

Ha

5

25

30

30

30

30

3.33

Ha

1,200

2,000

2,500

3,000

3,500

4,500

7.65

Ha

400

500

600

800

1,250

1,650

52.08

Ton

5,151

5,254

5,359

5,466

5,176

5,687

1.73

백만 루피아 87,939

93,340

99,965 107,059 114,675 122,805 6.61

산림 및 기타지역 백만 루피아 10,184

19,383

관리 향상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CSR
임산물생산

생산량

최적화

소나무수액
판매량
소나무 수액

마케팅 및
판매 향상

25,555 114,675 36,307

45,733 58.18

복구

백만 루피아

-

464

3,183

5,315

6,631

7,957

37.49

CSR

백만 루피아

1,383

1,383

1,383

1,383

1,383

1,383

-

백만 루피아

820

2,760

2,768

2,561

2,705

2,771

1.37

4,894

5,104

5,348

5,638

7,354

14.82

기타
생산
자산

커피농장 투자

향상
순이익

임업공사 IV

백만 루피아 3,892

(출처: 임업공사 IV (2019))
향후 5년 내의 임업공사 IV의 실적은 연평균 성장률 14.82%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소나
무 수액을 포함한 비목재임산물 사업과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는 소나무 수액 가공 제품
을 자유시장에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영림공사와 생산, 판매 후 이익을 나눠가지는 협력(makloon)을 했으나 판매 대
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소나무 수액 사업을 통한 매출은 2024년 1220억 루피아에 도달할 전망이다.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사업은 환경산림부로부터 위임받아 진행되는 경우와 민간기업의 CSR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복구 사업은 북부 수마트라주 다나우 또바 지역에서 16,700 ha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5. 임업공사 V 실적과 매출 로드맵 (2019-2024)
임업공사 V는 임업공사 IV와 마찬가지로 천연림 및 조림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람풍 주와 방카블리뚱 주에 식재등록
(Register Tanaman)이 기록되어 있다. 식재등록은 조림허가(IUPHHK-HT)를 받은 조림지와 유사하나 환경산림부로부터 승
인받은 임업공사 V에 한해서만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1999년 환경산림부 법령 No.41에 근거하여 사업허가가 공식화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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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공사 V 실적 로드맵 (2019-2024)
전략
목표
재정건전성
강화
고객가치
향상
산림자원

지표
매출

단위

로드맵
2019

백만 루피아 30,914

2020

2021

2022

2023

41,969

46,359

50,947

55,604

2024

CAGR

60,204 15.79

이익률

%

5.97

3.39

4.30

5.51

6.42

7.95

5.52

자산수익률

%

2.57

2.67

2.73

2.84

2.93

3.12

3.57

고객만족도(ECSI)

점

82

83

85

86

87

88

1.22

Ha

200

200

200

200

200

200

-

생산림 피복률 면적

관리 향상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생산량
사탕수수
임산물생산
최적화

580,640 612,640 860,640 740,640 820,640 900,640 900,640 9.18

카사바

12,079

고무 수액

126

-

330

350

330

300

300

23.02

원목 트레이딩

3,200

3,500

4,000

4,500

5,000

5,000

5,000

23.24

송진/테레핀

2,088

2,161

2,470

2,779

3,088

3,396

3,396

10.44

브리켓

-

800

900

1,000

1,100

1,200

1,200

10.00

백만 루피아 15,998

11,312

12,032

13,232

14,432

15,632 -0.38

26,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30,000 5.00

판매량
사탕수수
카사바

백만 루피아

1,737

5,000

5,500

6,000

6,500

7,000

6.67

마케팅 및

고무 수액

백만 루피아

151

-

248

263

248

225

9.80

판매 향상

원목 트레이딩

백만 루피아

2,944

18,480

21,120

23,960

26,400

29,040 11.43

송진/테레핀

백만 루피아

2,338

2,577

2,660

2,742

2,825

2,907

브리켓

백만 루피아

0

1,600

1,800

2,000

2,200

2,400

8.33

6,860

5,000

5,000

5,000

5,000

5,000

-0.05

백만 루피아 6,795

7,238

7,612

8,165

8,676

9,523

6.69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 백만 루피아
순이익

임업공사 V

11.44

(출처: 임업공사 V (2019))
임업공사 V는 영림공사의 티크 및 기타 수종 원목 트레이딩 사업에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인 사탕수수와 카
사바 식재도 향후 임업공사 V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나무 수액 사업, 산림 및 기타지역 복구사업, 브리켓 사
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완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임업공사 V의 순이익은 2019년 약 67억 루피아에서 2024년 95억 루피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을 6.69%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업공사 II, III, IV와 유사한 수준이다. 즉, 임업공사 I을 제외한 나머지 임업공사들은 비슷한 실적
이 예상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임업공사 V는 2014년 남부 수마트라 PT Musi Hutan Persada와의 합작투자로 인해 주
식증자를 함으로써 자금유동성면에서 비교적 양호해졌다. 지주회사인 영림공사가 송진/테레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임업공사 V 역시 향후 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출처: Perum Perhutani, Inhutani I,II,III,IV,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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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인도네시아 수종별 원목 생산량(2014-2017), (단위: ㎥)
수종

2014

2015

2016

2017

아카시아(Acacia)

16,300,592.20

22,905,878.90

23,118,180.05

31,126,921.78

2

머란띠(Shorea spp)

5,155,850.60

4,471,842.58

4,784,021.58

5,194,146.25

3

셍온(Albizia falcataria)

2,788,455.13

2,583,976.89

2,556,979.59

3,833,529.94

4

유칼립투스(Eucalyptus)

3,331,914.13

2,109,661.56

1,812,099.50

3,808,864.84

5

혼합목(Rimba Campuran)

3,754,574.15

2,620,960.17

2,511,787.89

2,498,777.38

6

티크(Teak)

633,192.12

513,378.09

448,278.06

539,357.19

7

마호가니(Mahogany)

168,157.82

295,739.28

182,376.51

166,397.72

8

고무(Rubber)

454,360.42

500,512.08

537,581.85

162,250.41

9

멀바우(Intsia bijuga)

305,395.86

265,923.59

290,485.61

153,843.45

10

기타

5,712,977.96

7,598,354.03

6,009,195.09

1,645,556.43

합계

38,605,470.39

43,866,227.17

42,250,985.73

49,129,645.39

1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Statistics of Forestry Production 2014-2017)

붙임 11. 인도네시아 고무 생산 면적, 생산량 및 수출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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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Indonesian Rubber Statistics 2017)

붙임 12. 인도네시아 비목재임산물 생산량(2013-2017)

(출처: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Kementeri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The State of Indonesia’s Forest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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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느린 허가 수속 진행 절차
-해외 투자사에 대한 인니 정부의 투자보장 장치미흡
1. 행정적·법적
절차상의 문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불법 NGO에 대한 인니 정부 통제 미흡
-복잡한 인허가 절차, 느린 요청사항 처리, 많은 시행착오,
  법률적·행정적 자문기관의 부재
-건기 시 수심 얕은 지역에 CPO 운송 불가로 손실 발생

2. 경제적 손실우려
및 지원 부족

-초기 개발비 및 개발기간 과다 소요
-재 조림 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에 따른 투자금 조달 문제
-장기투자에 따른 경영리스크
-추가 허가 진행에 비용과 시간 손실
-열악한 물류 인프라(교량 수)

3.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경험 인력 확보 어려움
-전산화 미비로 자료접근의 어려움
-한국 투자사 정보력, 대응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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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민들의 배척의식
4. 이해관계자·환경단체
갈등

-관습적인 토지소유권 보상과 오지주민 생활속성 문제
-기업운영 현지화에 따른 본사와의 이해갈등
-국제 환경 단체의 환경 이슈 지속 제기

1. 행정적·법적 절차상의 문제
○ 느린 허가 수속 진행 절차
○ 해외 투자사에 대한 인니 정부의 투자보장 장치 미흡
- 국가 간의 투자 안정보장 규정 인지 미흡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투자 허가 및 승인 절차 이원화, 관련 법규에 대한 지방정부 임의
적용 등 사례 발생
○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공무원들 비공식 비용 요구
○ 불법 NGO 활동에 대한 인니 정부 통제 미흡
- 정부 허가 및 승인 절차에 불구 불법적인 토지소유권 주장 등에 대한 규제나 조정/화해 절차 미흡
- NGO를 가장한 마피아식 활동 사례 만연
- 순수 농민, 토지 소유주와 구분 필요
○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 요청사항의 처리에 장시간 소요, 시행착오가 많으며, 법률적·행정적
자문기관의 부재

2. 경제적 손실우려 및 지원 부족
○ 사업지 주변 강의 수심이 얕아서 매년 건기 시(7-8월) CPO 운송 불가 상황 발생 등 심각한 차질 발생 중
- 사업지 주변 상류 지역의 많은 농장사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 어려움으로
인한 농장사의 CPO 재고 과다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민들이 생산한 FFB 또한 구매
하지 못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초기 개발비 과다소요, 개발기간 장기간 소요
- 오지개발 특성상 준비기간 및 인프라 건설비용이 많이 듦
- 조림경제성 확보를 위한 CLONE 개발기간이 길다
- 정상 조림목 생산 시기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 후 제품생산 가능
○ 초기 조림된 지역에 벌채 후 재 조림 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에 따른 투자금 조달 문제 발생
- 산업조림은 환정된 허가면적에 윤벌기 단위로 조림과 벌채가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사업
- 1차 조림에서 지원된 정책자금이 벌채 후 2차 조림 시 정책자금 중복지원으로 지원을 제외할
경우 정책자금 상환 후 2차 조림에 소요되는 투자금 조달까지 기업 자체조달은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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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에 소요된 투자원금 외 기 발생된 조림관리비용, 이자비용을 제외해도 최소 2배의 수익
이 나야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불가능
- 산업조림회사가 경영정상화를 하는데 2차 이상의 조림이 지속되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경우
1차 조림에 한정된 정책자금 지원은 투자자금 조달문제로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상황
○ 장기투자에 따른 경영리스크
- 조림사업은 속성수의 경우 8년, 고무나무의 경우 25년의 장기 투자 사업
- 특성상 대규모 지역에 실시되고 연속성을 위한 대규모 조림이 실시되는 사업으로 벌기령 도
래시기 까지 직접투자금과 금융비용 및 관리비용 과다
- 사업기간 중 산불·병해충 발생 시 복구에 따른 투자비용 중복과 재조림에 따른 벌기령 지연
(투자금 회수기간 연장)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부담
- 사업초기 조림된 수종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대수익이 낮아짐에 따라
합작사와의 지분변경 및 재 복구를 통해 투자금 회수 및 수익성 확보를 추진 중
- 복구조림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기일은 지연되었으나, 산림청에서 지원된 정책자금은 상환
기일은 연장되지 못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
○ Keputusan Mentri LHK No. SK903 2016년 환경산림부장관령 SK130 전국 산림구역지정에 따라
팜농장 HGU(Hak Guna Usaha, 사업권)를 받아 운영 중인 농장의 조림지일부가 HPK(Hutan
Produksi yang dapat dikonversi, 산업전용가능 산림)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추가허가를 위한 진
행에 비용과 시간을 손실 발생
- 과거 1991년과 1997년에 HGU(사업권)를 취득했으며, 당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관령에 따라 해당기업의 농장 일부가 산림구역으로
편입되게 된 기준과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에 따라 신규농장 개발
시 적용되는 허가절차대로 산업전용 가능 산림에 대한 해제허가를 추가로 진행하게 하였음
- 특히, 2020년 HGU연장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미 식재해 놓은 농지의 일부를 위의 산
림구역 편입의 이유로 연장하지 못하게 되면 큰 자산손실을 감수해야 함

3.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 사업지 주변 강의 길이에 비해 교량 수가 매우 적음
- Barge를 활용한 700m~1,000m를 차량이 도강을 하는데 도강 Barge전복 등 많은 피해가 매년
발생함
- 이러한 열악한 물류 인프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추가 투자
를 고려하는데 큰 장애물로 여겨짐
○ 오지사업장 운영에 따른 경험 인력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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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산림사업 관련 제도, 규정에 대한 자료접근의 어려움
- 인니 산림사업 관련제도나 규정들의 전산화 미비로 접근이 매우 어려움
○ 한국 투자사들 정보력, 대응력 부족으로 손실 발생

4. 이해관계·환경단체 갈등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와 주민들의 배척의식
○관습적인 토지소유권 보상과 오지주민 생활속성(문명과 괴리)문제
- 정부차원의 토착민 토지권리 인정, 토지권리를 주장하는 토착민에 대한 현금보상 불가피로
보상/분쟁 재발이 반복
- 인식/생활 방식에 대한 CSR 활동에 한계
○기업운영 현지화에 따른 본사와의 이해갈등 격차 해소의 어려움
- 인니 문화, 제도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한국 본사의 이해부족
○국제 환경 단체의 환경 이슈 지속 제기에 따른 개발 어려움
※ 본문은 한-인니 산림센터가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인니에 진출한 11개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조사를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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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산주협회 발표자료(영문)

INDONESIA FOREST-BASED BIOMASS
ENERGY INDUSTRIES &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Jakarta, 05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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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BASED BIOMASS ENERGY INDUSTRIES
PROJECT IN INDONESIA
No

Industries

Location

Wood Supply

Status

Semarang, Central Java

Forest Plantation

Under construction

1

Perum Perhutani

2

UD Gerbang Lestari

Bangkalan-Madura, East Java

Community Plantation

Running

3

PT Cakrawala Persada Biomass

Pontianak, West Kalimantan

Forest Plantation

Running

4

PT BSM New Material

Ketapang, West Kalimantan

Waste from Sawmill & Plymill
(mix tropical hardwood)

Running

5

PT Kalteng Green Resources

Kapuas, Cetral Kalimantan

Forest Plantation

Under construction

6

PT Gouka Indo Energy

Barito Kuala, South Kalimantan

Waste from Sawmill & Plymill
(mix tropical hardwood)

Running

7

PT Mitra Cipta Permata

Gorontalo

Waste from Sawmill & Plymill
(mix tropical hardwood) &
forest plantation
(under development)

Running

8

PT Medcopapua Industri Lestari

Merauke, Papua

forest plantation
(under development)

Under construction

Source : APHI, 2019

FOREST-BASED BIOMASS ENERGY INDUSTRIES
PROJECT IN INDONESIA
PT Gouka Indo Energy,
Barito Kuala , South Kalimantan
PT Cakrawala Persada Biomass,
Pontianak, West Kalimantan

PT BSM New Material,
Ketapang , West Kalimantan

PT Mitra Cipta Permata,
Gorontalo

Peta Indikatif Arahan Pemanfaatan Hutan Produksi ditinjau kembali secara berkala sekurangkurangnya setiap 1 (satu) tahun sekali.
PT Kalteng Green Resources
Kapuas, Central Kalimantan

Perum Perhutani
Semarang Central Java

PT Medcopapua Industri Lestari,
Merauke Papua
UD Gerbang Lestari
Madura, East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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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ON PROGRESS TO DEVELOP PLANTATION
No.

Name

Province

PT. Hijau Arta Nusa

1

Dixtrict

Jambi

Merangin, Sarolangun
Sumba Barat

2

PT. Usaha Tani Lestari

NTT

3

PT. Bara Indoco

Sulawesi Barat mamuju

Planting
Target 20152024

Species

32.620

18.087

sengon

41.515

18.700

kaliandra, gamal

19.764

Acacia sp, Jabon
Merah/Samama,
Eukaliptus

9.640

10.127

Acacia sp, Eukaliptus

3.810

1.332

41.545

7.500

Akasia, Gamal, Giant
Bamboo

100.150

12.065

bambu

20.445

1.338

kamiri sunan

13.000
169.400

8.782

Area (Ha)

27.370

4

PT. Bio Energy Indoco

Sulawesi Barat Mamuju, Mamuju Tengah

5

PT. Sadhana Arifnusa

NTB

Lombok Utara, Lombok
Tengah, Lombok Timur

6

PT. Dharma Hutani Makmur

Kaltim

Kutai Kartanegara

7

PT. Hutan Ketapang Industri

Kalbar

Ketapang

Akasia, Ekaliptus, Gmelina

8

PT. Gambaru Selaras Alam

Kalbar

Sanggau

9
10

PT. Muara Sungai Landak
PT. Selaras Inti Semesta

Kalbar
Papua

Pontianak
Merauke

11

PT. Jhonlin Agro Mandiri

Kalsel

Tanah Bumbu

17.730

7.384

acacia sp
Kaliandra dan Ekaliptus
pellita
Sengon, Jabon

12

PT. Korintiga Hutani

Kalteng

Kotawaringin Barat dan
Lamandau

94.384

41.991

Akasia, Eucalyptus

13

PT. Ciptamas Bumi Subur

Sumsel

Banyuasin, Oki

7.550

1.213

bakau

14

Perum Perhutani

579.159

13.860
165.668

Jabar,Jateng, Jatim
Jumlah

3.525

COMPANIES COMMITTED TO DEVELOPING PLANTATION
No.

Name

Province

Distric

Area (Ha)

1
2

PT. Aceh Nusa Indrapuri
PT. Bangkanesia

Aceh
Babel

Aceh Besar, Pidie
Bangka Tengah, Bangka Selatan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PT. Istana Kawi Kencana
PT. Inhutani II Senakin
PT. Inhutani I Tanah Grogot
PT. Inhutani III nanga pinoh
PT. Bhatara Alam Lestari
PT. Hutan Mahligai
PT. Belantara Pusaka
PT. Oecanias Timber Product
PT. Nityasa Idola
PT. Daya Tani Kalbar
PT. E Greendo
PT. Gema Nusantara Jaya
PT. Kirana Cakrawala
PT. Wono Indo Niaga

Babel
Kalsel
Kaltim
Kalbar
Kalbar
Kaltim
Kaltim
Kaltim
Kalbar
Kalbar
Kalteng
Gorontalo
Malut
NTT

Bangka
Kota Baru
Paser
melawi, sintang
Pontianak
Kutai Barat
Berau
Berau
Sanggau, Sintang
Pontianak dan Ketapang
Kotawaringin Barat
Gorontalo Utara
Halmahera Utara
sumba barat daya dan Sumba tengah

13.440
30.730
16.816
119.080
7.100
11.275
14.010
16.600
113.196
56.060
14.595
29.750
21.265
12.660

17

PT. Wanamulia Sukses Sejati Unit I dan II

Papua

Merauke

112.245

18
19

PT. Inhutani III Unit Pelaihari
PT Kalteng Green Resources

Kalsel
Kalteng
Total

Tanah Laut
Kapuas

48.720
28.075
727.822

Source : MoEF 2019 & APHI 2019

11.000
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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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 Plantation Forest for Wood
Supply Biomass
Renewable Energy

2016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Biomass Energy (Mio
Ton)

0.58

1.12

2.21

3.68

4.91

6.82

8.90

12.74

Wood Supply ( Mio
ton)

1.16

2.24

4.42

7.36

9.82

13.64

17.80

25.48

Plantation Area
(x 000 Ha) .

116

224

442

736

982

1,364

1,780

2,548

Source :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013

Calorific Value for Some Species

Local Name

Cal/g

Akasia

4462

Gamal

4548

Sengon

4464

Jabon

4731

Hue

4721

Kaliandra

4617

Acacia Decurens

Glinsida maculate

Albizia falcataria

Anthicephalus Cadamba

Eucalyptus sp

Calliandra calothyrsus

Source : Agency for Fore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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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ACQUISITION (PARTIAL/ FULL TAKE OVER)  DIRECT
INVESTMENT IN PLANTATION AND/OR INDUSTRY
JOINT VENTURE IN OPERATIONS
BENEFIT



SHARING

TRADING  CONTRACT SUPPLY

ISSUES TO BE ADDRESSED
Plantation forest for source of wood supply biomass shall be
developed, since wood waste cannot ensure continuity and
long term supply

 Upstream and downstream integration policy for biomass
energy development should be encouraged to increase
value-added
 Financing scheme, especially from FDI or low carbon
investment financing should be a growing-concerned, as
domestic financing source i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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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팜오일협회 발표자료(영문)

Policy & Outlook 2020 on Palm
Based Biomass Energy
Agam Fatchurrochman
Deputy Secretary General
Gapki - Indonesia Palm Oil Association
Jakarta, 5 November 2019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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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KI/IPOA
Indonesia Palm Oil Association,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 Founded in Medan, 27 February 1981, with 23 members
• Currently has 710 members out of >1600 palm oil plantation
companies: private, state, cooperatives

DMSI
Indonesia Palm Oil Board
Apkasindo
Smallholders

Gapki
Plantation & Mills

GIMNI
Refinery
Cooking Oil

AIMMI
Refinery
Cooking Oil

Apolin
Oleochemical

Aprobi
Biofuel

MAKSI
Scientist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Production centers

Planted Area in 2017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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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IT: Indonesia’s biggest export, outside
fossils
3 M KL =

$20.2 B

$22.9 B

$17.8 B

Export Value in

Export Value in

Export Value in

2018

2017

2016

16,62 M barrel =
45.540 barrel/day

13% from total
export value

13% from total
export value

12.3% from total
export value

Palm Oil based
Biodiesel produced

8.4 M

5.0 M

employment

employment

6.8% of labour
force in 2015

4.3% of labour
force in 2010

42%

owned
by smallholders

58%

by
companies from

12 m Ha in 2017

Source: BPDPKS, 2019
APROBI, 2017
BPS, 2017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Increasing Production & Export, but 2019 – 20
will be a plateau

juta Ton

174

Most likely will increase
marginally, due to:
• Drought & haze
• Fertilizers
• Trees stressed out from
high output
• Next year moderate El
Nino

50.00
45.00
‘000 ton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Produksi 19.20 23.30 24.00 26.50 29.00 30.00 31.50 35.50 35.57 42.04 47.39
Ekspor 15.10 17.10 17.10 17.60 18.20 21.22 21.76 26.40 25.11 31.05 32.02

Produksi
Sumber : BPS dan GAPKI, (berbagai tahun)

Ekspor

Notes:
Government is correcting the
statistics on planted area:
• 2017: 12.3 M ha
• 2018: 14.0 M ha
• 2019: 16 M ha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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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 oil is the savior of our Current Account
Balance
NERACA PERDAGANGAN INDONESIA 2008 - 2018
30,000
25,000

‘000 ton

Juta US$

20,000
15,000
10,000
5,000

(5,000)
(10,000)
(15,000)
(20,000)
BALANCE
MIGAS

2008

2009

2010

2011

7,823

19,681

22,116

26,061

(1,669)

(4,077)

(1,886)

7,587

9,533

11,835.60

(8,496.20)

(1,427)

38

627

776

(5,587)

2012

(12,633)

2013

(13,128)

2014

(6,061)

2015

(5,634)

(8,569.30)

(12,463.60

9,250

19,643

21,489

25,286

3,918

8,557

11,242

13,649

15,167

20,404.90

3,967.40

15,422

12,163

16,311

21,656

21,300

19,232

21,103

18,641

18,218

22,965.40

20,542.87

MIGAS

NON MIGAS

MINYAK SA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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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for Export 2018
Oleochemic
al
3%

Thousand ton

Biodiesel
1%

1,940

Pakistan

2,484

Africa

2,582

China

Refined
[PERCENTA
GE]

4,410

Europe Union

4,780

India

6,714

Others

6,445
2,000

Negara
India
China
Pakistan
Netherlands
Spain
Malaysia
United States
Egypt
Bangladesh
Italy
Singapore
Myanmar

FOB USD
5,150,393,226
2,786,635,165
1,557,848,028
1,544,151,599
1,157,645,362
1,039,856,613
978,187,644
854,871,800
829,863,646
788,872,070
621,573,296
482,778,377

Russian
Philippines
Japan
Brazil

440,081,823
397,872,480
304,745,538
271,493,613

17 South Korea

1,456

-

CPO
22%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00 ton

1,214

Middle East

2018

MINYAK SAWIT

Sumber : BPS dan Kemendag (berbagai tahun)

Bangla-desh

2017

NON MIGAS

BALANCE

USA

2016

4,000

6,000

Sumber : BPS dan Kemendag (2019)

8,000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Tanzania
Ukraine
South Africa
Kenya
UAE
Benin
Vietnam
Djibouti
Germany
New Zealand
Haiti
Turkey
Oman
Togo
Saudi Arabia
Mauritania
Algeria
Yemen
Senegal
Thailand
United Kingdom
Greece
Madagascar
94 negara lain
Grand Total

260,497,342
240,421,594
237,783,962
228,981,275
224,816,371
203,637,999
175,968,675
152,379,283
136,598,956
135,924,188
128,185,208
104,512,364
99,915,531
98,130,931
97,816,450
79,469,533
71,382,389
70,263,914
69,764,338
66,162,412
65,082,268
52,523,331
51,230,162
41,833,922
677,629,676
22,977,782,353

Export in FOB
USD 2017

Sumber: BPDPKS,, 2018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176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9년 통권 6호

Palm Kernel Shell Export, 2016 - 17
Export performance depends on the export tax
and export duty of BPDPKS
• 2016: low tax and duty
• 2017 & 18: higher tax and duty

Current regulations on export tax & duty, since 2019
= $7/ MT tax + $0 duty. Duty:
• CPO price (FOB Belawan) < $570 = $0/MT
• $570 – $619 = $5/MT
• > $619 = $10/MT

2016

2017

Average price FOB $72 MT

Average price FOB $78 MT

Cangkang
834.300
Sawit dalam
10.300
bentuk92.969
serpih dan bubuk dengan ukuran partikel >= 50 mesh
Vietnam 1404.90.90.00
Cangkang Kernel Sawit,
2.376
dengan kadar inti
26sawit kurang
90 atau sama
449 denganJapan
2 persen,1404.90.90.00
dalam bentuk
serpihKernel
Cangkang
422.816
Sawit dalam
6.040
bentuk12.042
serpih dan bubuk dengan ukuran partikel >= 50 mesh
Thailand 1404.90.90.00
Cangkang Kernel Sawit,
532.001
dengan kadar7.600
inti sawit kurang
70 atau
243.874
sama denganSingapore
2 persen,1404.90.90.00
dalam bentuk
serpihKernel
Province
1404.90.90.00
China
Cangkang
11.880
Sawit dalam132
bentuk serpih
396 dan bubuk dengan ukuran partikel >= 50 mesh
Taiwan, Province
1404.90.90.00
of China
Cangkang Kernel Sawit,
430.982
dengan kadar5.634
inti sawit kurang
76 atau
35.221
sama denganTaiwan,
2 persen,
dalam of
bentuk
serpihKernel
Cangkang
622.985
Sawit dalam
8.419
bentuk17.003
serpih dan bubuk dengan ukuran partikel >= 50 mesh
China
1404.90.90.00
Cangkang Kernel Sawit,
1.364
dengan kadar inti
22sawit kurang
62 atau1.226
sama denganThailand
2 persen,1404.90.90.00
dalam bentuk
serpihKernel
Ireland 1404.90.90.00
Cangkang Kernel1.863.042
Sawit, dengan kadar
27.001
inti sawit kurang
69 atau
27.001
sama dengan 2 persen, dalam bentuk serpih 9.507.160 122.410 122.410
Japan
1404.90.90.00
Cangkang Kernel Sawit,
668.325
dengan kadar
10.050
inti sawit kurang
66 atau
447.300
sama dengan 2 persen, dalam bentuk serpih
Korea, Republic
1404.90.90.00
of Cangkang Kernel2.272.383
Sawit, dengan kadar
32.005
inti sawit kurang
71 atau
400.853
sama dengan 2 persen, dalam bentuk serpih
Poland
1404.90.90.00
Cangkang Kernel2.608.028
Sawit, dengan kadar
34.774
inti sawit kurang
75 atau
34.774
sama dengan 2 persen, dalam bentuk serpih
Singapore 1404.90.90.00
Cangkang Kernel Sawit,
306.267
dengan kadar4.940
inti sawit kurang
62 atau
122.745
sama dengan 2 persen, dalam bentuk serpih
94.451.254
1.313.440
1.313.440

Source: BPDPK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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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from IPOC 2019: End of 2019 & full year
2020, supply will be tight. Expect to have CPO price
> $620
Meaning higher
export tax & duty
for shells

Rahmad, 2019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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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from IPOC 2019: Indonesian vision for
achieving sustainable price, boost domestic
demands

Rahmad, 2019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Palm Based Bio Energy

Source: Erwinsya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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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Waste Concept

boiler

(reduce, reuse, recycle, recover)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Source: Erwinsyah, 2019

Oil Palm Biomass: All has its own use. Other
use will compete with current use
Oil Palm Trunk

Oil Palm Fronds

Plantation

Empty Fruit Bunches

Oil Palm Shell
Fiber Fruit

Mill
Source: Erwinsyah, 2019

POME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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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e potential of oil palm biomass: Problems with local
logistics & contract to local companies; Export tax & duty
Biomass

Biomass Stock

Potential
Current Uses
(2017)

2017

2018

2020

limited

14,65

13,64

20,67

129

Mulching, animal feed,
etc

38,7

40,5

43,2

Oil Palm EFB, ton

33,5

Compost, mulching, fuel

21,775

22,75

27,3

Oil Palm Shell, ton

10,7

Fuel for boiler (up to
40%)

6,42

6,78

7,2

Fruit Fibers, ton

20,1

Fuel for boiler (100%)

-

-

-

Ash, ton

4,65

Nutrient for plant

-

-

-

OP Trunk from replanting,
m3

29,3

Fronds from prunning,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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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rwinsyah, 2019

Oil Palm Biomass – Trunk, 2.9 ton dry mass/ha/year
Availability
300.000 ha/y should be replanted (period 2015 –
2020)
120 trees/ha, 1.6 m3/trunk

As raw material
8.5 m length  ~ 1 m3
120 m3/ha  36 mio m3/y available
Density 170 – 570 kg/m3

Source: Erwinsyah, 2019; Foo, 2011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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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Palm Biomass – Trunk, from PPKS research
Product Uses:

Patend Pending

Source: Erwinsyah, 2019

-

Core material for panels,
blockboard, composite boards

-

Wall panels (cover or
separator), roof component,
flash doors, chair & windows

-

Structural building elements,
concrete shuttering, highgrade packaging, transport

-

Furniture component, built-in
furniture, table tops

-

Insulation & Acoustics

-

Expandable beam or lumber
(acc. to requirement) &
possible reinforced with metal
for heavy duty load.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Oil Palm Biomass – Fronds, 9.3 ton dry mass/ha/year
• Fronds, from prunning activity
• Mostly put in row between palm trees as mulch
• + 50% for natural decomposition as organic nutrient
sources
• For animal feed  only 20% from the remained fronds.

Source: Erwinsyah, 2019; Fo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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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Palm Biomass – Empty Fruit Bunches, 1.4 ton dry mass/ha/year
Transverse Section of EFB

Radial Section of EFB

Spikelet of
EFB
Bunch basis

Vascular bundle

Ground
parenchyma
Phloem
Vessel

Ground
parenchyma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Source: Erwinsyah, 2019; Foo, 2011

Oil Palm Biomass – Shells, 5-7% of processed FFBs


Current Use : + 40% fuel for boiler at the mill,
road material, etc



Electricity Potential: 1.2 GWh
(h: 20,800 MJ/ton; MC 12%; eff. 32%)

Source: Erwinsyah, 2019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182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9년 통권 6호

Oil Palm Biomass – Fruit Fibers, 13 – 18% of processed FFBs


Fruit Fibers: 13-18% Processed FFB;.



Current Use : 100% for boiler



Electricity Potential: 2 GWh
(h: 19100 MJ/ton; MC 12%; eff. 0.32)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Source: Erwinsyah, 2019

POME & Methane Capture: potential investment venue, but
need lower cost of funds & longer PPA
• Biogas Powerplant:
• More than 700 mills, with about 200 (30%) with biogas
powerplant, total > 400 MW
• Scheme: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and excess
power

• Government is considering mandatory methane
capture for achieving GHG target
• Older regulation provide higher Feed in Tariff. Newer
regulation: FIT = % of regional grid cost

• Investment for 2nd & 3rd generation of biofuel?
Algae?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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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attractiveness of palm based biomass energy for export depend on:

• Supply chain & logistic of biomass: from mills to ports
• Government policy on export tax & duty, Electricity Feed In Tariff. Expect
higher tax & duty for 2020
Why not invest in Indonesia for:
• Biomass & biogas power plant
• HVO
• 2nd (non food biomass) & 3rd gen (algae) of biofuel?
GAPKI 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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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주 이탄지 복원 사업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Ⅰ. 이탄지 복원 사업
1. 이탄지란
유기물이 지하에 오래 매몰되면 석탄이 되고, 이탄은 석탄이전의 단계이다. 지하에 매몰된 식물
이 오랫 동안 지압과 지열작용을 받아 석탄이 되는 반면, 이탄지는 식물체가 지하에 매몰되지 않고
습지 같은 배수와 통기가 좋지 않은 땅 표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수세기에 걸쳐 퇴적된 유
기물 토지를 말한다.
이탄지는 고산지대나 영구동토층(계속 얼어있는 땅), 열대우림과 해안가 등 전 세계에서 발견되
는데 북유럽과,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고위도 지대와 인도네시아 페루, 콩고공화국 등의 열대지역
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열대지역에 분포하는 이탄지를 열대우림 이탄지(Tropical Peatland)라고 한다.

2. 훼손된 이탄지 복원 사업
이탄지는 일반 토양보다 탄소저장량이 10배 이상 높아 ‘탄소저장고’로 불린다. 매년 인도네시아 이탄
지 개간 등에 따른 대규모 산불 문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 특히, 이탄지의 화재는 산림훼손과 농업·
임업을 위한 인위적인 이탄지 배수 및 연소 등으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산불로 훼손된 이탄지역에서 고대 보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이 이탄지 훼손을 일으키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기 몇 개월 동안 계속된 산불이 전소되고 난 후, 불 탄 이탄지에서 수백 년 된 인
도네시아 고대 왕국 스리위자야 시대 보물들이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이미 2015년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60만 헥타르가 넘는 남부 수마트라 산불이 전소된 후 보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문
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보물을 얻기 위해 고의로 이탄지역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훼손된 이탄지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은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MOU를 맺고 2019~2022년까지 4년간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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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탄지 복원 워크숍
2019년 8월6일 자카르타 릿츠 칼튼(Ritz-Carlton) 호텔에서 이탄지 복원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공
유하고 한국 이탄지 복원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갖기 위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인니 산림센
터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인니 환경산림부 연구개발혁신원(FOERDIA), 인니 잠비주 등 정
부기관과 CIFOR, FAO, GGGI, JPS(Japan Peatland Society), Wetlands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와 국
제 NGO를 비롯해서 실제 잠비주에서 이탄지복원사업을 이행한 경험이 있는 WWF, MoTT
MacDonald 등이 참여했다.
워크숍을 통해 첫째, 지속가능한 이탄지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
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둘째, 인도네시아 잠비주 이탄지 복원 경험 및 지식 공유 그리고 셋째,
한국 산림청 이탄지 복원 사업 추진 방향 모색 논의하였다.

워크숍은 두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션은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사업의 현황 공
유” 로 4명의 발제가 있은 후에 패널 토의가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패널에서 주로 다루어진 문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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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지 복원 사업은 장기간 투자와 관리가 필요
- 이탄지 면적에 대한 자료의 불일치 등 정보 문제와 지속가능한 이탄지 관리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
- 사업의 output과 outcome & objectives indicator 설정문제 및 사업 성공에 대한 정의 및 기준
부재
두 번째 세션은 잠비주에서 실제 사업을 이행한 프로젝트의 교훈 및 향후 한국 사업의 방향에 대
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전의 잠비주에게 진행된 사업 및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이탄지 복
원 사업의 교훈을 통해 한국 사업을 이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 한국 이탄지 사업의 정해진 예산과 기간에 적합한 목표 선정, 사업 초반에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 지방 정부와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Authority) 및 지속적인 참여 유도
- 마을(Village)의 주민으로 Facilitator 선정, 이는 사업의 완료 후 관리에 유익함
표 2-2. 프로그램
시간

시간

주요내용

비고

08:30-09:00

30분

등록

09:00-09:05

10분

워크숍 개요 및 소개

Mr. Sugeng

09:05-09:10

5분

환영사 (KFS 고기연 국장)

김영철 센터장 대독

09:10-09:15

5분

개회사 (대사관)

임영석 임무관

09:15-09:20

5분

개회사 (FOREDIA DG)

Dr. Etti 대독

09:20-09:40

20분

사진 촬영 및 커피  
1. 정책 및 경험 공유
좌장 : Mr. Marcel Silvious (GGGI)

09:40-10:00

20분

이탄 복원과 landscape에 대한 역량 강화

Mr. Nyoman
(국제습지연합)

열대 우림 이탄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Dr. Haruni

과학에 근거한 정책 강화

(FOERDIA)

10:00-10:20

20분

10:20-10:40

20분

휴식(커피)

10:40-11:00

20분

책임 있는 열대 이탄지 관리

11:00-11:20

20분

잠비주의 이탄지 복원 정책

11:20-12:25

65분

패널 토론

12:25-13:30

65분

점심

Dr. Osaki
(홋카이도대)
Mr. Bambang Yulisman
(Forestry Service in Ja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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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비주 이탄지 복원 프로젝트
좌장 : Dr. Himlal Baral(CIFOR)
13:30-13:50

20분

13:50-14:10

20분

14:10-14:40

30분

KFS 프로젝트 개요 및 성과관리  

박성희 (KIFC)

잠비주 오랑 까요 히땀 지역 이탄지 복원 사업의

Mr. Wicher Boissevain

교훈

(MoTT Macdonal)

2017년 버르박 국립공원지역의 람사르 자문

Mr. Marcel Silvious

파견업무 결과

(GGGI)

잠비주 론드랑 지역의 WWF RIMBA 프로젝트의

Mr. Zulfira

교훈

(WWF)

14:40-15:00

20분

15:00-15:10

10분

휴식

15:10-16:15

65분

패널 토론

16:15-16:20

5분

끝맺음 인사

임영석 임무관

Ⅲ. 주 요 내 용
○ 개회사

환영사

개회사

-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 이탄지 복원 및 보전 사업이 좀 더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람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탄지 복원 사업을 통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
- 인도네시아의 경험과 리더십이 이탄지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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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 인도네시아 정책 및 현황 공유
1-1. I Nyoman Suryadiputra (Wetlands International)
가) 잠비주 일부 지역과 남부 수마트라에서는 화재
가 발생했고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음. 황폐
화된 이탄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시키기
매우 어려움. 특히 중심과 떨어진 외딴 곳은 더
어려움
나) 이탄지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정 지역
의 이탄지 복원이 아니라 수문학적 구역(peatland
hydrological unit, KHG)을 중심으로 이해관계
자들이 협력할 필요 있음
다) 론드랑 지역의 사업 이행 시에 “인근 지역 팜오일 회사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1-2. Dr. Haruni Krisnawati (Senior Researcher,
FOERDIA)
가) 열대우림 이탄지역은 대다수가 동남아시아 지
역에 분포해 있으며, 그중 56%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있음. 람사르 조약과 IPCC에 따
르면, 이탄지역은 기후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태계임
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이탄지 관련 5가지 핵심 이슈: 높은 화재 위험, 지반 침하, CO2 방출, 서식
지 감소, 사회적 갈등(social conflicts)
다) 사업의 이행 시 기초선 조사(baseline assessment)가 반드시 필요
라) ITPC는 KIFC와 함께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보전을 위해 협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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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r. Mitusuru Osaki (홋카이도 대학 교수, 일본 이탄지 협회 대표)
가) 이탄지 복원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범위가 있
음, 첫째 지하수위 조정(ground water table
control: 화재 예방), 지표 관리(land surface
management: 높은 토지 수분 함유량 및
AeroHydro Culture), 지하수위 예상(ground
water table prediction: 화재 방지 맵핑 및 GHGs
배출 맵핑)
나) 베트남의 국립공원에서는 수로의 수위를 모니
터링하기 위해 큰 수위 조절(big water control) 장치 설치, 인도네시아에서는 본적이 없음
다) 이탄지 자체는 유기물이 낮으나, 미네랄 토양과 비교했을 때 영양분과 산소가 표면에 풍부해서
생산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이탄지가 급속히 감소하고, 쉽게 화재에 노출됨

1-4. Mr. Bambang Yulisman(잠비주 지방 산림국 과장)
가) 잠비주의 이탄지는 약 600,000 ha로 2017년 대통
령령에 의해 잠비주 이탄지 복원 사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됨
나) 이탄지 복원의 경우 인근 마을을 포함(3R 정책),
모든 활동은 마을 주민 스스로 관리가능하고 자
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행
다) 연적으로 조림이 되는 것도 가능하나 매우 느림,
재조림이 시급함
라) 론드랑 지역은 약 12,484ha로 2개의 산림경영구가 관리: Forest Management Unit of Tanjung
Jabung Timur와 Forest Management Unit of Muaro Jambi
마) 잠비 정부는 한국의 이탄지 사업을 매우 환영하며 적극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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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Discussion 1
- 이탄지 복원 사업의 ‘성공’의 기준은 언제, 무
엇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outcome 지표
에 대한 개발 노력 필요함
- 이탄지 복원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이탄지
복원 관련 많은 도전 과제(challenges)에 대해
정리할 필요 있음
- 이탄지 복원의 핵심은 재습윤(rewetting)임
- 인도네시아 이탄지 관련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 과학적 정보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다른 방법론과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가 다르고 결과는 달라짐. 공식적인 자료는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와 Mo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정리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인도네시아)

○ 2부 : 잠비주 이탄지 복원 프로젝트 경험 공유
2-1. 박성희 (KIFC)
가) 2016년 양국간의 MOU를 통해 잠비주 이탄지 복원 프로젝트 시행, 2019년부터 2022년 4년
동안 3백만 달러의 예산이 투여될 예정
나) 제한된 시간과 예산으로 사업의 범위 및 성과를 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음, 사업의 성공을 위
한 타겟 지역과 명확한 목표 설정은 엄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가능할 것임
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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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r. Wicher Boissevain (Mott MacDonald)
가) 오랑 까요 히땀(Orang Kayo Hitam) 지역은 론드랑
보호림 인근지역으로 이탄지가 매우 많이 훼손
되었음. 지반 침하는 매년 5cm 정도로 발생
나) Tahura Orang Kayo Hitam 지역 프로젝트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커널 블라킹의 경우 compacted
peat dam 형식으로 완전히 재습윤(fully rewetting)
하였음
다) 최소한 60 cm 이상 자란 묘목으로 재조림

2-3. Mr. Marcel Silvius (GGGI Indonesia 대표)
가) 인도네시아의 산불은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재난으로
2015년 화재로 인해 16백만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
을 보았음
나) 이러한 화재는 이탄지의 건조로 야기되며, 특히
건기 때는 쉽게 화재가 발생하고 우기 때는 홍수가
일어남
다) Canal Blocking을 통한 재습윤과 Paludiculture를 이용한 재조림을 통해 화재 및 이탄지역의 건조를
막을 수 있음. 초기 경보 시스템의 설치로 화재를 미리 감지하고 이탄 지역주민들의 화재에 대응
한 훈련 실시
라) 버르박 국립공원의 이탄지 보호를 위해서는 오랑 까유 히땀 지역이 완충지역(bumper)지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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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r. Zulfira Warta (WWF Indonesia, 프로젝트 매니저)
가) WWF의 RIMBA 프로젝트는 론드랑 지역 중
64,000 ha에 걸친, 버르박 국립공원과 Tahura 맞은
편 론드랑 북쪽지역이 주 사업지 였음
나) 론드랑 지역은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곳이 아니라
예전부터 자주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근처에 대형
수로(big canal)가 많음. 론드랑 보호림의 오른편에
는 팜오일 농장이 있음. 2015년 대형 화재로 대부
분의 보호림 훼손
다) 재습윤을 위한 커널 블라킹은 론드랑 보호림 지역에 있는 수로의 크기와 넓이, 위치에 따라 댐의
사이즈, 형태가 상이함
라) 사전에 커널 블라킹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52개의 댐을 추천했으나 제한된 시간의 부족
으로 80여개의 댐을 완성함. 200ha의 재조림과 10개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함.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 모든 사업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하였음
마) WWF는 2004년 중부 칼리만탄 지역의 스방아우 국립공원에 커널 블라킹을 위한 댐 건설을 하였
고 2017년 정보에 의하면 잘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함
바) 사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이고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임
사) 론드랑 보호림의 이탄지 복원을 위한 요인(next target)은 다음과 같음
·152개 추천된 위치의 댐을 건설하기 위해 나머지 지역에 70여개의 댐 건설
·재조림 면적의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제적인 활용 체계 강화
·더 많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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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Discussion 2
- 잠비주 론드랑 지역에 이탄지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현황 조사 및 기초라인 조사가
이행되어야 함, 기존 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
- 보전림 지역은 완전 재습윤을 권하나,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필요한 이탄지의 경우는 댐의 배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커널 블라킹이 적합
- 재조림의 경우에는 묘목의 상태 즉, 크기, 종류,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그리고 주기적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기간이 2~3년인 경우는 충분하지 않음. 수원국은 사업의 초기에 좀 더 장기적인 프로
젝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 선정을 고민해야함. 또한, 타기간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의 중요함
- 한국의 프로젝트의 경우 제한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조언은 다음과
같음
·지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특히 사업의 출구 전략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부터 지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 대학, NGO,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잘 유도. 특히, 지역주민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함. 가능한 프로젝트 전반에 지역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 사업 시에
Facilitator의 경우 마을 사람 중에 담당하는 것도 방법임. 마을 사람은 항상 그 마을에 있으므로
긴급 상황이 발생 시에 대응이 가능함
·우기 기간(대체로 10월~4월)에는 사업 진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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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 재임
5년 사진첩 발간

지난 2019년 9월 6일, 환경산림부 망갈라 와나박티 내 대강당에서 장관 5년 사진첩 발간 행사가 열려
시티 장관과 환경산림부 고위공무원, 직원, 기자 등이 모인 가운데 지난 5년을 회고하는 자리가 마련되
었다.
그 이후 10월 4일 환경산림부 홈페이지에 본 책자의 파일을 게재하였다.

(출처: 유튜브 캡처)

(출처: http://ppid.menlhk.go.id/infografis/browse/50)

Chapter Ⅱ -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195

이 책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Time for Change”
(서문)
다이내믹 ...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도 하의 환경산림 분야가 그랬으며, 대통령이 환경부
와 산림부를 통폐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며 개발 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시티 누르바야를 장관으로 임명, 통폐
합 과정을 이끌도록 지시했다.
배경과 인력 부문의 차이(환경부: 1,200명, 산림부: 17,000명) 등 두 부처를 하나로 만드는 건 쉬운 일
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행정전문가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던 시티 장관은 전
장관들, 산림환경 분야 전문가, NGO, 주민대표 등과 만나 소통하는 방법으로 망갈라 와나박티에 산림
환경부 중앙 사무실을 정하며 현재는 분위기가 더 생산적이고 고무적으로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다.
시티 장관은 각 계의 지지를 받으며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때로는 혁신적인 조치도 있었
다.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산림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540만ha의 이용 허가권을 주었는데 이는 전
체 산림 이용 허가에 대한 비율로 볼 때 2014년에 1.35%에서 2018년 13.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주민이 산림에 대한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이다.
또한 시티 장관은 산불 예방 및 이탄지 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적절한 규정을 시행하여 이
탄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탄지 운영자는 이탄의 수분을 유지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캐널 블
러킹(canal blocking)을 의무화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지방 정부와 현장 직원의 대비를 우선순위로 하여 2015년에 산불 면적이 260만ha
였으나 2016년에 438,363ha, 2017년에 165,483ha, 2018년에 510,564ha로 산불 지역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
했다.
환경오염 문제에서도 2017년도에는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실시하여 현재는 지방 정부와 소매상까지
시행되고 있다.
생산림 경영, 임업, 산림 황폐화 관리, 비목재 생산품 개발, 산림환경 분야 법집행 등에서도 성과가 있
었다.
기타 시정 조치는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산림환경부의 기여
를 강화했다.
또한 시티 장관 재임동안 환경산림부는 국제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국제열대이탄지
센터(International Tropical Peatland Center) 설립과 육상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 관리를 제안하여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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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 사진첩은 2019년 9월까지 시티 장관 임기 중 환경산림부의 여정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더 나은 환
경과 산림 정책 결정 과정에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이 나라 발전에도 하나의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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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2기 내각 환경산림부
장관 및 차관 소개

지난 2019년 10월 20일 재임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식 이후 10월 23일 오전에 시티 누르바야 환
경산림부 장관이 연임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고, 10월 25일 환경산림부에 차관 자리를 신설, 이탄지복
원청에서 건설·운영 및 관리국장을 맡고 있던 알루 도홍(Alue Dohong) 박사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10월 30일 Metro TV-Prime time News 인터뷰에서 향후 5년간 환경산림부에서 진행할 중점
프로그램과 산불 문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시티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지난 5
년간 진행한 주요업무를 연속성을 갖고 수행할 것이며 특별히 향후 2년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산림부가 진행하고 있는 몇몇 아젠다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
표적인 것으로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과 산림 황폐지 복구 사업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340만 ha가
추진된 사회적 임업으로 80만 가구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림 황폐지 복구 사업은 매년 2만ha로 진행되었으나 지난 2년간 10배로 확충, 연간 20만ha 복구를
하며, 1ha당 4명이 일할 경우 대규모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묘목생산, 주민림 활성화, 생
태관광 분야 등 임지에 대한 주민들의 합법적 접근, 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타 환경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일자리 창출 가능하며, 대통령이 특별히 타임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지
만 향후 2년 후면 모든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고 그 이후 문제점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형식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산불 관련한 앵커의 질문에 대해 시티 장관은, 인도네시아 법령은 산불에 연루된 회사에 대해 행정
적 제재, 민사,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등 잘 정비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11-13개 업체에 대한 재판
이 완료되어 반드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몇 십억 루피아가 벌금으로 징
수되는 등 엄격한 적용을 하려고 하지만 집행까지는 현장조사 등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2015년
산불사건에 연루된 회사가 2019년 또 산불을 냈을 때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밝혀낼 것이나 주민과
갈등이 있는 지역일 경우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은 앞으로 11월 중
순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불진화대, 군경, 지방정부, 사기업이 합동으로 대응할 것이라 전
하며 작년에 비해 올해 핫스팟이 3배 늘었으나 2015년에 비해서는 3/1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환경농수산업 전문 주간지인 아그로인도네시아 No. XVI 745호 ‘망갈라의 듀엣에 대한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도네시아 산주협회(APHI) 쁘루와디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지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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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티 장관이 임업분야 투자유치와 수출 증대를 강조한 것에 기대하며 장관의 업무 범위가 많은
것을 고려, 차관 자리가 신설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도네시아 제재목협회(ISWA)는 여러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하며 특히 원자재인 원목
에 부가되는 세금은 적절치 못하며 목재인증제(SVLK)를 획득한 수출품에 대한 측량기관(LS) 서베
이는 중복되는 프로세스로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업 업체에 대한 대출이
자가 11-12%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그린피스는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을 위해 ‘에너지와 산림’ 부분에 대해 강조하며 산림
황폐화 방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피스는 2015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산불방지를 약속했으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문제에 대해 예방하지 못
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산불 발생 면적은 340만ha라고 지적하며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재임된 시티 장관과 새로 임명된 알루
도홍 차관이 이끄는 환경산림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기대가 많으며 앞으로의 행
보에 주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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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환경산림부 장관 프로필

○ 성명 : Dr. Ir. Siti Nurbaya Bakar M.Sc
- 1956년 7월 28일, 자카르타 출생, 이슬람
- 1980년 Rusli Rachman과 결혼, 자녀 2
○ 학력
- 보고르 농대 IPB (1975 ~ 1979, 농업전공, 학사)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erospace Survey & Earth Science (1988, 석사, 네덜란드 ITC)
- 보고르 농대 IPB Collaboration with Siegen University Germany (1998, 박사)
○ 소속 정당 : NasDem (민주국민당)
○ 주요 경력
- 1979년부터 람뿡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시작 (지방 개발 계획 등 업무)
- 2001 ~ 2004 내무부 Secretary General (사무총장)
- 2006 ~ 2013 Secretary General of DPD-RI
(인니 국회 지역대표협의회(상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함) 사무총장)
- 2014. 10. 27 ~ 2019. 10. 19 조코 위도도 1기 내각 환경산림부 장관
- 2019. 10. 23 ~ 현재 조코 위도도 2기 내각 환경산림부 장관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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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환경산림부 차관 프로필

○ 성명 : Dr. Alue Dohong, MSc
- 1966년 중부 칼리만탄 뚜방 칼랑(Tubang Kalang) 출생 (다약족)
○ 학력
- 중부 칼리만탄 빨랑카라야 대학교 경제학사
- Nottingham University, UK (석사논문: 열대 이탄지 에코시스템)
-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2015 박사논문: 중부 칼리만탄 이탄지 복원)
○ 주요 경력
- 2009. LP3LH (빨랑카라야 환경 연구, 교육, 연수원) 설립
- 빨랑카라야 대학교에서 자연자원 및 환경 관리 강의
- 2016. 2. 16 ~ 2019. 10. 24 이탄지복원청 건설, 운영 및 관리 국장
- 2019. 10. 25 ~ 현재 조코 위도도 2기 내각 환경산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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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도네시아 산불동향

인도네시아는 2015년 260만ha의 피해면적을 기록한 대형 산불이후 산불관리가 잘 되는 듯하다가
2019년 7월부터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리아우주, 잠비주, 남부수마트라주와 칼리만탄섬에 위치한 서부
칼리만탄주, 중부칼리만탄주, 남부칼리만탄주에 산불이 확산, 연무로 항공편이 결항, 휴교령이 내려지
고 연무 피해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까지 확산되는 등 산불 비상경보를 내린 바 있다.
2019년 9월 1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수마트라섬 리아우주를 방문하여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지
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에 군, 경, 지역주민의 총력대응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산
불대응은 국가재난방재청을 중심으로 군, 경,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이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2019년 8월 말 산불 발생 지역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8월 산불 발생 면적(ha), 열점(hotspot) 및 산불 비상경보 발령 및 종료 시기
리아우주: 49,266 (90 열점, 2.19-10.31), 잠비주: 11,022 (78 열점, 7.23-10.20), 남부수마트라주: 11,826
(472 열점, 3.8-10.31), 서부칼리만탄주: 25,900 (497 열점, 2.12-12.31), 중부칼리만탄주: 44,769 (548 열점,
5.23-8.26: 연장), 남부칼리만탄주: 19,490 (144 열점, 6.1-10.31)
(출처: CNN Indonesia / 자료-국가재난방재청(BNPB)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1909
16201510-20-431019/jokowi-status-asap-karhutla-di-riau-siaga-darurat)
2019년 9월 2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8월까지 산불 피해 면적이 328,724ha에 이르지만 9월 23일 이후
일부지역에 비가 내려 산불이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했으나 한달 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
불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10월 22일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인니 산불관련 국가재난방재청 자료 (2019년 10월 22일 08:00 현재)
- 산불 피해 면적 : 857,75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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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점(hotspot) : 1,464
- 헬기 : 50대 (소화용 36대, 순찰용 10, 기상조절기술(TMC)용 4대)
- Water Bombing : 392,153,738리터
- 기상조절기술(TMC) : 소금 272,416kg
- 산불 진화 인력 : 29,039 명

(출처: https://www.bnpb.go.id/en/luas-lahan-terbakar-seluruh-indonesia-capai-857-ribu-ha)
(2019. 10. 22. 자료)

2019년 12월 30일 아구스 위보워 국가재난방재청 데이터정보 센터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World
Bank의 데이터와 같이 산불로 인한 손실이 75조 루피아에 이르며 산불 피해 면적이 1,592,010ha에 이
른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면적 중 이탄지가 269,777ha이며 나머지 672,708ha가 미네랄 토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산불로 9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겪고, 12개 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으며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지역의 수백 개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었다. 지난 7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
된 산불은 2015년 이후 최근 들어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되었다.
※ 인니 산불 피해 면적 (ha)
('14) 44,411 → ('15) 2,611,411 → ('16) 438,363 → ('17) 165,483 → ('18) 510,564 → ('19) 1,592,010
(출처: 국가재난방재청, 환경산림부 http://sipongi.menlhk.go.id/hom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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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선정한
인도네시아 2019 산림관련 검색어 TOP5

❶ 산불(Forest and land fire)
리아우주 허가구역에서의 핫스팟 (eco-business / 2019.4.16)
수마트라섬 리아우주 사업허가구역에서 발견된 핫스팟에 이탄 습지 지역이 포함되어있다. 이탄
지복원청은 허가구역 내 이탄지의 핫스팟이 전체 이탄지 핫스팟의 40%까지 차지한다고 말했다. 환
경산림부는 허가구역에 산불이 발생된 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으며 산불 진압을 위한 신속한 대
처를 요구했고 산불이 지속된다면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탄지의 경작여부와 산불 진압 및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등 환경 규제에 관해 업체들의 준수정
도를 평가했으나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다. 약한 법 집행으로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허가지에 산
불을 일으켰다. 환경산림부는 이 업체들의 환경 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NGO인 리아우주 산림 구조 네트워크(Riau Forest Rescue Network)는 허가지를 취소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른 시행을 해야 하고, 취소한 땅은 정부의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 아래 지역 사회가 관리하
도록 넘겨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감사에 몇몇 업체가 이탄층을 이용하기위해 가짜 환경 영향 분석을 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나 허가에 대한 검토도 없어 업체들이 조작된 환경 영향 평가를 토대로 계속 운영
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환경 NGO는 이탄지를 보호하고 토양 탄소를 유지하기위한 방법은 이
탄 생태계에서의 모든 허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건기동안 산불 예방이 진전됐다고 알렸지만 전문가는 지난 2년간 엘니뇨 현상이 없
어 건기가 짧았고 산불 발생 건수가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건기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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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가 돌아오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산불을 일으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리해 벌금을 부과 했지만 어느 업체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죄 판결이 이행되
지 않아 업체를 막을 수 없어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https://www.eco-business.com/news/palm-oil-loggingfirms-the-usual-suspects-as-indonesia-fires-flare-anew/)

2019년 핫스팟의 감소 (자카르타포스트 / 2019.6.27)
같은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산림에서 올해에 508개, 작년에 685개의 핫스팟이 발견되어,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핫스팟이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산불 발생지역에서 소
방부가 자원봉사자 및 군인·경찰과 함께 합동 순찰을 하는 등 당국이 산불 확산 예방을 위한 계획에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Manggala Agni 산불진화대는 위성으로 핫스팟이 감지된 모든 지역에서 팀원들
의 위치가 파악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해내는 등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6/27/
number-of-hot-spots-down-in-first-half-of-2019.html)

남부 수마트라주의 산불 위협 증가 (자카르타포스트 / 2019.7.22)
인니 지질기후기상청(BMKG)이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최근 연무와 핫스팟을 여러 곳에서 감지했다.
인니 지방 재난방지청(BPBD)은 남부 수마트라주의 산불이 증가했으나 화재가 상대적으로 작아 인공
위성이 감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건기는 작년보다 더 건조할 것으로 예측하며 영향은 작
년보다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방 재난방지청은 토지 개간을 위한 화재를 중지시키면서 인
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니 국가 재난방지청(BNPB)는 건기가 작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기에 들
어서면서 예방 조치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7/22/
forest-land-fire-threat-increases-in-south-sumatr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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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산불 제로를 목표로 삼은 제지업체 (자카르타포스트 / 2019.7.29)
제지 기업 Asia Pulp and Paper(APP)는 2020년까지 모든 허가구역에서의 산불 제로(zero forest fires)를
목표로 삼아 산불 예방을 위해 3천억 루피아를 투자했으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산불 설명회 개최 및
대체 토지 개간법 사용을 장려했다.
또한 기업은 허가구역에 산불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대원, 산불 감시탑, 소방차, 소방헬기, 열
카메라, 보트 등을 배치해 산불 예방, 준비,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전략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7/29/pulp-and
-paper-firm-targets-zero-forest-fires-in-2020.html)

잠비주 핫스팟 (자카르타포스트 / 2019.7.30)
잠비주 전역에서 핫스팟이 감지됨에 따라 환경 NGO는 건기동안 잠비주에서의 산불발생 가능성을
당국에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보전 단체(KKI Warsi)에 따르면 7월 23-30일 동안 잠비주에서 적어도 38
개의 핫스팟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핫스팟은 산업조림허가권(HTI)을 받은 기업의 허가구역 및 사업
이용권(HGU)을 받은 팜오일 조림지에서 발견되었으며, 몇몇 핫스팟은 이탄지에서 발견되었다.
KKI Warsi는 이탄지 산불 진압이 어렵고 건조 토지에선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건기로 인해 더 많은
핫스팟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
으로 전해진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7/30/authoritieswarned-of-fires-as-hot-spots-detected-in-jambi.html

산불 진압에 힘쓰는 인도네시아 (REUTERS / 2019.8.6)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산불 진압 실패 시 군·경찰들을 해고시키겠다고 경고했으며 산불 진압에 도
움이 되는 드론 같은 첨단 장비에 대한 정부 자금을 약속했다.
수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방에 비상사태가 선포 된 후 산불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군과
경찰이 배치되었다. 건기동안 개간을 목적으로 발생된 산불이 연무를 일으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
지 확산 될 수 있어 말레이시아 당국은 인도네시아 산불 발생 후 야외 활동을 피하라는 주의보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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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말레이시아 환경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연합이 국경을 넘는 연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밝혔다.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975개의 핫스팟과 18개 주 135,000ha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인도네시아
는 산불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water bombing)와 구름씨뿌리기(cloud seeding) 항공기 사용을 약속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onesia-environment-fires-idUSKCN1UW0QK)

산불 대처를 위한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대통령 (자카르타포스트 / 2019.8.6)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산불 예방조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고 지방 행정부,
국군, 경찰, 국가 재난방지청 및 이탄지복원청에 취약 지방에서의 산불 진화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특수 전담반 배치를 활성화했으며 핫스팟 감지에 대한 조정과
초동 진화 인력 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로 매일 핫스팟 및
이탄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06/jokowi-emphasizes-preventivemeasures-in-tackling-forest-land-fires.html)

산불 대처를 위한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대통령 (자카르타포스트 / 2019.8.6)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산불 예방조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고 지방 행정부,
국군, 경찰, 국가 재난방지청 및 이탄지복원청에 취약 지방에서의 산불 진화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특수 전담반 배치를 활성화했으며 핫스팟 감지에 대한 조정과
초동 진화 인력 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로 매일 핫스팟 및
이탄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06/jokowi-emphasizes-preventivemeasures-in-tackling-forest-land-fires.html)

208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19년 통권 6호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의 핫스팟 증가 (자카르타포스트 / 2019.8.12)
지질기후기상청에 따르면,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의 몇몇 지역에서 핫스팟 수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재난방지청은 장기간의 건기가 해수면 온도의 이상(anomaly)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했으며 군
경찰 9,000명을 산불 발생 지역에 배치했고 소방헬기 34대를 배치했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연무는 시야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부 칼리
만탄주정부는 연무가 더 심해지면 학교를 일시적으로 휴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진압 외에도, 서부 칼리만탄 주지사는 각 허가구역에서의 산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 정책
을 만들기 위해 지방 조림 회사들을 소집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12/sumatra-kalimantan-report-sharprise-in-hot-spots-raising-concerns-of-another-haze-crisis.html)

연무로 인한 잠비주 휴교령 (자카르타포스트 / 2019.8.19)
높은 지역대기오염표준지수(ISPU)와 짙은 연무로 인해 잠비주에서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휴교
령이 내려졌다.
PM25 오염물질에 대한 잠비 ISPU 수치가 건강에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잠비 시장은 주
민들에게 야외 활동 삼가거나 야외 활동 시 필터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산불전담반이 현장에 배치되었고 지방 정부와 협력해 산불을 진압했다. 환경산림부는 2,209ha의 허
가구역을 봉쇄하였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19/jambi-closes-schools-asksresidents-to-wear-masks-over-smo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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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자카르타포스트 / 2019.8.23)
인도네시아는 9-10월에 건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산불을 예방하고 진압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불 관련 조정 회의에서 8월 핫스팟이 작년 동일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
으로 약한 엘니뇨에 의한 것이며 엘니뇨가 전국적으로 건기를 연장시켰다.
대통령은 지방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산불 처리를 못하는 지역 경찰서장은 해
고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Wiranto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건기동안 산림 및 이탄지가 산불에 더 취약해졌지만 대부분의 산
불은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불을 이용한 토지 개간이 농민들 사이에 전통이 되었으며
그들의 사고방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 정부와 조림회사는 농민들이 플라즈마 농부가 되
도록 장려해 불태우는 방식의 토지 개간을 할 필요 없게 해야 한다. 이 기업들은 농부들이 토지 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즈마(Plasma) 농부는 회사가 제공하는 토지에서 일하는 농부를 말하며 회사는 기술 지원을 제
공하고 농부는 수확량을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회사에게 판매해야한다. 농부들뿐만 아니라, 5개의 회
사가 재판을 받을 것이며 37개의 회사는 불법 토지 개간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나 법 집행이 불법 토지
개간에 대해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재난방지청장은 7월 31일자로 135,000ha가 불타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탄지라고 전했다. 또한
연무 위기의 반복을 막기 위해 지역 종교계 인물부터 기업까지 모든 당사자들이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부패 세균(spoilage bacteria)”을 이용하게 해 산불 예방에 노력한다
고 전했다.
이 세균은 식물의 분해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돼 농부들이 비교적 비싼 굴삭기를 사용하거나 토지
를 태울 필요가 없다.
이탄지복원청은 칼리만탄섬과 수마트라섬의 70개 마을에서 농부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환경산림부,
이탄지복원청 및 농업 기관에서 세균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23/police-chiefs-to-be-removed-forfailure-to-handle-forest-fires-minis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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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주 산불과 탄소거래 (자카르타포스트 / 2019.8.26)
7월 잠비주에서 약 2,200ha에 산불이 발생했으며 그 중 약 60-70%가 이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Bio Carbon Fund (BioCF) 프로젝트에 따른 잠비 지방 정부와 월드뱅크와의 탄소거래파트너십이 산
불로 인해 중단 될 우려가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보전 단체(KKI Warsi)는 산림과 이탄지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대체 수입원이 되려면 산불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BioCP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준을 이용해 매년 배출량을 측정한다. CO₂ 배출 감소
가치는 US$5/ton으로 추정되며, 산불로 발생한 CO₂ 배출량은 보통 400-900톤/ha, 최저 배출량은 200
톤/ha이다. 배출량이 기준보다 낮으면 CO₂ 배출이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배출 감소 가치를 고려할
때, 산불이 계속된다면 지방 정부와 주민들은 많은 수입을 잃게 될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26/forest-fires-burn-2200-ha-injambi-threatening-carbon-trade-deal.html)

산불로 인한 관광 위기 (자카르타포스트 / 2019.9.18)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9월 17일(화) 리아우주 뻐깐바루(Pekanbaru)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Antara/Puspa Perwita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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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TEMP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행상품을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
가 칼리만탄섬과 리아우주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여행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부 관광위기센터 Guntur Sakti 소장은 31명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그룹이 여행을 취소했다는
리아우주의 보고가 있었고 이 그룹의 여행 패키지 가격은 US$4,450달러라고 한다. 싱가포르의 다른 여
행객들도 5000만 루피아($3,551) 패키지 비용의 리아우주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18명의 말레이시아 골
퍼 그룹도 여행을 연기했고 그 손실은 7500만 루피아에 달한다. Guntur는 “스리랑카에서 온 손님 2명도
리아우주 탐방 계획을 취소했다.” 면서 이번 방문의 잠재적 가치는 약 1,400달러였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travel/2019/09/18/tourism-in-crisis-forest-firescause-foreigners-to-cancel-trips.html)

남부 수마트라주의 인공비가 산불을 진압하고 연무를 감소시킴 (자카르타포스트 / 2019.9.28)

잠비주에 있는 안전 구조 사무소의 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산불을 진압하고 있다. 잠비주 전역의 연이은 이탄지
산불로 인한 짙은 연무가 그 지방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인공 강우의 제조를 감독하는 기술평가 및 응용국(BPPT)의 기상 수정 기술 기
관이 잠재적 비구름을 이용하여 인공강우를 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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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의 성과로 남부 수마트라주의 산불을 진압하고 핫스팟의 수를 줄이는데(123곳→61곳) 도움
이 되었으며 특히 강풍에 의한 가시성과 대기의 질이 향상되었다.
2019년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지금까지 60,123ha에 이르는 이탄지와 광물토양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9대의 헬리콥터가 물 폭탄(water bombing)을 통해 4,650만 리터의 물을 방류하기 위해 투입됐다.
당국은 2015년 연무 위기 동안 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배치하여 최소 3억 리터의 물로 산불을 진압했
으나 8월까지 불에 탄 23만 9,161ha 중 최소 8만 6,563ha가 산불 진압이 더 어려운 이탄지였다는 점을 감
안하면 이 같은 노력도 산불과 연무를 거의 완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9/28/man-made-rain-tames-firesreduces-smog-in-south-sumatra.html)

산불에 맞서기위해 구름씨뿌리기(cloud seeding)에 의존하는 공무원들
(자카르타포스트 / 2019.10.2)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의 핫스팟 수가 감소함에 따라 많은 지역의 대기 질이 개선되었지만, 남부
칼리만탄주의 핫스팟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물 폭격(water bombing)은 이탄지가 물에 잠기거나 식물을 훨씬 빠르게 마르게 해 효과가 없고 인공
기상조절, 즉 구름씨뿌리기(인공강우)가 산불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됐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현재 6개의 주에서는 산불로 인한 급성 호흡기 감염자가 약 9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남부 수마트라주에 29만 1800명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가 가장 많고
중부 칼리만탄주가 4만 370명으로 가장 적었다.
환경산림부는 64개의 산림허가지역을 봉쇄했고, 64개사 중 20개사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의
외국계 기업들로 리아우주, 잠비주, 남부 수마트라주, 서부 칼리만탄주 그리고 동부 칼리만탄주 등에
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9월까지 32만 9000ha에 가까운 산림과 이탄지가 불에 탔고 이 중 27%가 이탄지, 73%가 산
림이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0/02/officials-rely-on-cloud-seedingto-combat-forest-fi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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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팟이 꺼지면서 연무 비상 상황을 해제하는 리아우(Riau)주 (자카르타포스트 / 2019.10.4)

산불진화대가 2019년 9월 23일 남부 수마트라 Ogan Ilir에서 이탄지 산불을 진압하고 있다.

리아우주 행정부는 마침내 핫스팟이 0으로 줄어들면서 연무 비상상황을 해제했다.
리아우주 행정부 비서관은 Pekanbaru, Siak, Kampar, Dumai, Rokan Hillir, Bengkalis 등 여러 지역의 대
기 오염 지수(API)가 이전의 위험수준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핫스팟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9월 30일 자료에 따라 10월1일 연무 피해자를 위한 대피
소를 모두 폐쇄했다고 전했다.
9월 24일 이 지역에 비가 여러 차례 내린 후 연무가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또한 대기 질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리아우주의 이탄지와 산불에 대한 경계태세는 10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0/04/riau-lifts-emergency-status-forhaze-as-hot-spots-distinguish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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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만에 다시 수마트라섬으로 돌아온 연무 (자카르타포스트 / 2019.10.14)

10월 14일 팔렘방(Palembang)의 항공사진. 남부 수마트라주의 주도는
주변 지역의 산불에 의한 연무로 뒤덮여 있다.

3주 동안 스모그 없는 공기가 지속됐던 가운데 수마트라섬 주민들에게 월요일(10월 14일) 섬의 여
러 지역 산림과 이탄지 산불로부터 연무피해가 발생했다.
지질기후기상청(BMKG)의 현지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건기동안 가장 극심한 연무에 시달리고 있
는 지역 중 한곳이 남부 수마트라주이다.
연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50m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팔렘방 상공은 짙은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리아우주, 남부 수마트라주, 잠비주에서 발생한 연무는 계속되는 비로 인해 3주 이상 연무가 없었
던 서부 수마트라주까지 도달했다.
지난 6월부터 엘니뇨에 의한 산불이 악화됨에 따라 섬 전역의 주가 연무로 시달리고 있다. 엘니뇨
는 적도 태평양의 중부와 동부 지역의 따뜻해진 해수와 연관된 기후 패턴이다. 이 기상현상은 인도네
시아의 건기 연장을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산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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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불 피해 면적이 32만 8,724ha이며 그중 약 8만
9,000ha가 이탄지이다.
산불은 8월과 9월 사이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려 핫스팟이 소진되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비가 그
치면서 주말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불길이 치솟았다.
국가 재난방지청(BNPB)과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이탄지의 불을 끄기 위해 잠비주는 물론 다른 주
에도 인공비 발생을 시도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0/14/haze-returns-to-sumatra-afterthree-weeks-of-fresh-air.html)

지역주민들이 비를 기다림에 따라 악화되는 잠비주 연무 (자카르타포스트 / 2019.10.16)
정부가 금요일부터 인공 비 생성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산불로 인한 연무가 수요일(10월16일)
잠비주에 계속적인 영향을 줬다.
국가 재난방지청(BNPB)과 인도네시아 군(TNI)은 이미 지난 며칠 동안 잠비주, 리아우주, 남부 수마
트라주에 100톤 안팎의 산화칼슘(quicklime)을 뿌렸지만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비는 내리지 않고 있다.
미국 대기 질 지수(AQI)는 팔렘방 근처,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576의 “위험” 수준으로 분류된 지수와
잠비주 자체에서는 282의 “매우 건강에 해로움”수준의 지수를 나타냈다.
국립항공우주연구원(LAPAN)은 수요일(16일)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531개의 핫스팟과 잠비주에서
282개의 핫스팟을 감지했다.
잠비주 주민인 Arman은 “1990년 이후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앞으로 산불을 예방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0/16/haze-in-jambi-worsens-as-localshope-for-r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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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가 퍼지면서 저하되는 서부 수마트라주의 대기 질 (자카르타포스트 / 2019.10.17)
서부 수마트라주의 대기 질이 이번 주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크게 떨어졌다.
Bukit Kototabang의 글로벌대기감시 센터장 Wan Dayantolis는 화요일(10월15일)과 수요일(10월16일)
아침 각각 오전 10시와 6시 경에 대기 질이 정상에서 건강에 해로운 상태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에어로졸 과학 깊이 매개변수(The Aerosol Optical Depth parameter)는 대기 중 에어로졸 값이 1을 초
과함을 보여주며, 이는 공기가 먼지와 재와 같은 고체 입자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Himawari 위성으로부터 수집된 최근의 위성사진들은 연무가 서부 수마트라주의 거의 모든 지역으
로 퍼졌음을 보여준다. Wan은 바람의 패턴을 바탕으로 리아우주, 잠비주, 남부 수마트라주의 핫스팟
으로부터 연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의 지역 중 잠비주가 가장 많은 핫스팟을 보유하고 있다.
“서부 수마트라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Dharmasraya, Pesisir Selaran 군과 같은 남쪽”이
라며 앞서 언급한 지역은 짙은 연무에 뒤덮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야외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Padang에서도 연무가 나타났다
고 한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0/17/air-quality-in-north-sumatradecreases-as-haze-spreads-to-the-area.html)

우기가 시작됨에 따라 산불 비상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리아우(Riau)주
(자카르타포스트 / 2019.10.31)
East Tanjung jabung 소방대원은
Londerang 이탄지 보호림에서
진화작업을 시도

리아우주 지방정부는 목요일(10월 31
일) 우기에 접어들면서 산불 비상상태를
공식 해제했다. 또한 정부는 경계태세 변
화에 따라 산불대책본부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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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msuar 리아우 주지사는 리아우주 대부분지역이 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상경계령을 연장하
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질기후기상청과 함께 평가회의를 진행했고, 비가 잦아지기 시작했다고 말
하며 연말까지 제로 핫스팟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Syamsuar 주지사는 비상상태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정부는 불을 이용해 땅을 개간하지 않
는 등 주민들에게 환경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산불 예방과 관리에 있어 성과
를 평가하기 위해 산불대책본부에 요청했다. 그는 올해의 산불이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화재가 종종 Dumai, Bengkalis, Siak, Rokan Hilir, Pelalawan, Meranti Island와 같은 해안 지역
에서 발생했고, 올해 산불은 Indragiri Hilir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Indragiri Hilir에는 많은 이탄지가 있지만, 그 지역은 심한 산불의 피해가 거의 없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산불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해 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지사는 주정부가 산불 발생 가능성
이 있는 마을들을 다시 매핑(mapping)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이후 총 9,713.80ha가 불에 탔으며 3,689개의 핫스팟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0/17/air-quality-in-north-sumatradecreases-as-haze-spreads-to-the-are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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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이탄지(Peatland)
수마트라섬 이탄지 산불 (Eco-Business / 2019.4.1)
지역 언론에 따르면 리아우주에서 약 26km² 지역에 산불로 인한 연무 때문에 수천 명이 호흡 곤
란을 겪었다. 환경 NGO는 리아우주의 산불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5년 산불 예방 정책이후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
에 환경산림부는 매년 소규모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리아우주의 모든 산불이 이탄지에서 발생했다. 습윤한 지역이 고무, 아카시아 및 팜오일 재배를
위해 파괴되고 배수되어 유기물이 풍부한 이탄지는 건조되면 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산불 이후, 대통령 주관으로 설립 된 이탄지복원청(BRG)은 매년 건조한 환경이 이탄지역
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에 대해 활동가들은 독성연무가 수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 산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
포르까지 미쳤던 2015년 산불 이후로 개선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환경 포럼(Walhi) 대변인은 “정부가 산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개혁이 없었음을 의
미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eco-business.com/news/no-more-fires-in-indonesia-blazes-onsumatran-peatland-say-otherwise/)

이탄지 보호법 (MONGABAY / 2019.4.22)
2016년에 발표된 이탄지 규제는 이탄층이 3m가 넘거나 생물다양성이 높은 보호지역의 개간을 금하
고, 모든 이탄돔(지형적으로 중심이 가장자리보다 높은 형태)의 최소 30% 보존을 명시했다.
NGO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허가구역 중 1/4이 보호 이탄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탄지 보호법에 의
해 허가지의 토지 개간을 막으면 목재공급에 영향을 미쳐 업체들이 온전한 산림에서까지 조림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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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목재수요에 비해 조림지에서의 공급이 충분치 않아 천연림과 이탄림에서 공급을 확보할
가능성에대해 기업은 이탄지와 열대우림을 개간해서 나온 목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산림 보호 정
책(FCP)을 약속했다.
또한 NGO는 목재공급지역의 대부분이 이탄 보호 구역에 위치해 있어 허가구역을 복구할 때, 허가
지 절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수종을 복제하고 낭비를 줄임으로써 수확량을 향상시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공급량을 가지
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산림부가 공개한 복구 이탄지 면적에 대해서 NGO 연합은 수치를 세부적으로 확인 할 수 없다
고 반박했고, 환경산림부는 개인정보 문제로 각 기업의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복구 계획 시행에 대한 세부정보나 계획의 후속 조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NGO 연합은 정부와 기업은 그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탄 복구 계획 및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지복원청(BRG)과 같은 정부 기관이 복구계획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면, 기업의 전체 복구 계
획에 대한 자료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탄지 복구를 위해 설립된 BRG조차 정보에 접근 할 수 없으
며 기업 허가지내에 있는 지역의 이탄 복원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도 없다고 NGO가 전했다.
(출처: https://news.mongabay.com/2019/04/peat-protection-rule-may-be-a-double-edgedsword-for-indonesias-forests/)

이탄지 복원 노력으로 인한 핫스팟 감소 (CNA / 2019.5.2)
인도네시아의 복원된 이탄지 핫스팟 수가 2015년 이후 약 93% 감소했다.
토지개간으로 산불이 매년 발생하는 동안, 이탄지 배수로 인해 토양이 건조해지고 가연성이 높아
져 2015년 산불이 악화되었다.
Nazir Foead 이탄지복원청장은 복원하기로 결정된 국유지에서 약 679,000ha(65%)의 이탄지가 재
습윤화(re-wetted) 되었다고 전했다.
이탄지복원청(BRG)은 2020년까지 훼손된 이탄지 약 250만ha를 목표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50만ha 중 40%는 국유지이며 나머지는 조림회사 같은 허가지 소유주가 관리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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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ir 청장은 허가지의 훼손 이탄지 복원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들이 복원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농업부와 환경산림부는 이탄지복원청과 함께 기업의 복원 사업을 지원하고 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indonesia-peatland-haze-environmentfire-masagos-climate-change-11496892)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이탄지 보호노력 (tropicalpeatlands / 2019.5.21)
이탄지는 생물다양성 유지, 온실가스 배출 경감, 사회·경제적 생계 제공 및 탄소 저장의 원천으
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탄지는 인위적 활동으로 위협받는 가장 취약한 생
태계 중 하나로 알려졌다.
자연 상태의 이탄지는 거의 물에 잠겨있어 분해 속도를 늦추며 대부분의 이탄 토양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이다.
그러나 농업과 임업활동을 위해 이탄지를 배수하면서 분해가 촉진돼 온실가스 균형이 바뀌고,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이탄지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산불 예방 및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하다.
이탄지의 황폐를 막기 위해 국제 경관 포럼, 4차 유엔 환경 계획이 개최되어 세계 이탄지 보전, 지
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Paludiculture시스템으로 이탄지 보호와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데, Paludiculture는 이탄지를 재습
윤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FAO 이탄림 담당자에 의하면, 습지 종들을 이용한
Paludiculture시스템은 생물다양성을 다시 되돌릴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의 이탄 산불과 연무는 거의 20년 동안 반복되어왔다. 불을 이용한 토지 개간법은 비
용이 낮고 일시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며 해충과 잡초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흔
히 시행된다. 하지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되어 기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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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지복원청 연구개발부의 Haris Gunawan은 “이탄지의 80%가 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탄
지를 유지하는데 이탄 수문학적 단위(peat hydrological units)가 중요하다. 이탄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탄 수문학적 단위를 복원해 이탄 복원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출처: https://www.tropicalpeatlands.org/article/finding-the-balance-curbing-emissions-andmaximising-food-production-in-peatlands/)

이탄지에서의 재배 (CIFOR / 2019.6.14)
국제 산림연구센터(CIFOR)의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및 이탄지 복구’ 사업 일부가 수마트라섬
중동부 리아우주 돔파스(Dompas) 마을에서 시행됐다.
리아우 농부들이 Paludiculture 방식으로 파인애플, 커피 등을 재배해 이탄지를 복구하면서 지역
사회의 번영을 일으켰다. Paludiculture란 지속적으로 재습윤 시킨 이탄지에서의 재배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습윤한 조건아래 지속적인 토지 사용 및 바이오매스 생산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15년 산불의 여파로 계획되었고, 사업의 핵심은 산불을 예방하고 이탄지 복구 사업
의 가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활동은 화전 없이 식재하기, 비료 사용, 이탄지 수위 감시 및 우발적인 화재를 피하고 혼농임
업 조건을 이해하도록 나무와 토지에 대해 현지 농부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위 교육들을 통해 전문
가 없이도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이 활동들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불이 반복되던 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수로를 막고 연못을 만들어 이탄지를 재습
윤화 시키는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습윤화는 이탄지의 수문학적인 복구를 목표로 한다.
사업 담당팀은 불 없이 토지를 개간하는 법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산불을 규제
하는 강력한 정부의 법 집행을 포함한 산불 위험성 인식이 산불 예방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도
움이 되었다.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주민들 스스로 화전 없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 프로젝트 참여
자와 비참여자 간 산불 인식과 태도의 변화도 크게 차이가 났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산불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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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느끼고 더 이상 화전 관행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지 않지만, 비참여자들은 여전
히 화전관습이 그들에게 유효한 선택지라고 답했다.
(출처: https://forestsnews.cifor.org/61092/pineapples-and-peatlands?fnl=en)

산불 예방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자카르타포스트 / 2019.6.21)
이탄지복원청(BRG)이 이탄지 복구 활동을 감시하고 6개 주에서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플랫폼은 이탄지 복구 정보관리시스템(PRIMS)라고 불리며 복구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업데이트를 제
공할 예정이다.
PRIMS은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Sipalaga(산불 조기 탐지 시스템)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PRIMS은 위성사진을 이용해 토양의 수분함량과 수위를 기록할 수 있다.
PRIMS은 BRG 우선 지역인 중부·남부·서부 칼리만탄주와 잠비주, 리아우주, 남부 수마트라주에
복구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탄지 황폐 가능성 감시를 위해 조기 탐지 시스템도 제공한다.
정부, 지방 정부 또는 마을 주민NGO, 대학교 같은 이해관계자만이 플랫폼에 접근 가능하며 그들 가
운데에서도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준은 다양하다.
매년 산불 대응을 위해 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보전 및 보호림을 포함한 비허가지의 중요 이탄
지 110만ha를 복구하고 재습윤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탄지 복구 노력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BRG는 2018년까지 647,000ha를 복구했다. 또한 올해
20만ha를 추가 복구해 847,000ha를 목표로 할 것이고 2020년에 110만ha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6/21/indonesian-peatland-agencydevelops-online-platform-to-monitor-restor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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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림과 이탄지의 지속가능한 경영 약속을 유지 (tropicalpeatlands / 2019.7.4)
환경산림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약속을 유지했으며 산림과 이탄지 개간에 대한 새 허가권
발급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8일 아태지역 산림주간 개회식에서 시티 누르바야 장관이 (산림·이탄지 개간 허가에 대한) 모
라토리움은 산림경영의 조경적 접근법(landscape approach) 중 하나이며 생태계와 사람간의 상호작용
을 하나의 중요 통일체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접근법은 산림 기능을 복구하려는 인도네시아 사
회적 임업 정책과 일치한다.
열대 이탄지는 농경지 개발을 위해 토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압박을 받고 있다. 이탄지 문
제는 종종 산불로 이어져 생태계 손상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일으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적 가
치를 유지하면서 보전 목표를 달성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행사 목표 중 하나는 열대 이탄지 보전과 ITPC(국제 열대 이탄지 센터)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동맹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세계 열대 이탄지 지식 공유”를 주제로 기후변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배출 감축 목표 달성
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논의했다. 한국 산림청은 세계 이탄지 계획의 성공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
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산림 파트너인 산림청은 ITPC와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열대 이탄지 복원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열대 이탄지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 설계 및 시행을 위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정
보와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ITPC의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공평한 해결책 제공이
요구된다.
(출처: https://www.tropicalpeatlands.org/article/indonesia-maintains-commitment-insustainable-management-of-forests-and-peatlands-importance-of-peatland-r
estoration-gained-international-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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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지 산불 (자카르타포스트 / 2019.7.6)
Madani Berkelanjutan(비정부 환경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1-3월 사이 리아우 주 이탄지에서 737개의
핫스팟이 발견되었다. 그중 96%는 이탄지 복원을 위한 우선순위 지역이다.
이탄지복원청(BRG)은 리아우주 이탄지 814,000ha(80%이상이 조림 허가지역)가 산불로 인해 복원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보고르 농과대학교수는 산불을 예방하고 이탄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조림 업체들이 정부 허가 이탄
지 복구 사업과 표준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가지는 비생산적이
지만 여전히 운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탄지 복원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BRG 청장은 리아우주 복원 사업에서 목표지역에 접근하기 어렵고 업체와 지역주민 간의 토지 소유
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30%의 이탄지 산불이 허가지역 내에서 발생했다
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토지에 관개를 하지 않으
면 건기동안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 또한 언급했다.
BRG는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이탄지 270만ha를 복원하는 목표를 세웠고 그중 약 170만ha는 허가
지역이다. 6월까지 약 929,000ha의 이탄지가 복원되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7/06/fires-still-threaten-peatlandseven-restoration-areas.html)

새로운 이탄지 보호법의 위험성 (MONGABAY / 2019.7.12)
2015년 산불로 발표된 규정은 3m 이상의 이탄층 지역을 가진 허가지 소유자들이 반드시 그 지역을
복원하고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규정은, 허가지 소유자들에게 지하수위를 유지하
는 한 이탄지 일부를 이용 가능하도록 다시 정의되었다.
인니 Wetlands International은 이탄지를 보호하고 CO₂의 대기 방출을 막기 위해서 전체 범위의 이탄
경관을 보전하고 배수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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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는 이탄 경관(Peat landscapes) 혹은 이탄 수문학 지역(Peatland hydrological area)들이 풍
부해 습윤한 산림을 구성하며 지하수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림을 위해 이탄지를 배수
하면 이탄층이 건조하고 산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반 침하 및 대규모 탄소 배출을 초래
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는 한 이탄지 배수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수위와 상관없이 배수 시키면 침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이탄 돔의 수문학적 기능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지만 전문가는 대체 될 수 없다고 반
박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며 새 규정엔 아직 이탄보호의 핵심이 있어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고 계속 감시할 것이라 전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새 규정이 이탄지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며 산불, 탄소 배출 감축 및 이탄 복원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https://news.mongabay.com/2019/07/dangerous-new-regulation-puts-indonesiascarbon-rich-peatlands-at-risk/)

ITPC 이탄지 워크샵 (tropicalpeatlands / 2019.7.29)
7월 10-11일 이탄지 관리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
자들이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워크샵에 참여했다.
“열대 연구 및 관리를 위한 핵심 공통 결과 개발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 강화(Enhancing EvidenceBased Policy by Developing Core Common Outcomes for Tropical Research and Management)”를 주제로
개최된 워크샵은 열대 이탄지의 글로벌 맵핑뿐만 아니라 이탄지 복원 활동 감시 및 보고를 위한 데이
터 수집 및 보고에 대해서 논의했다.
환경산림부 연구개발혁신원(FOERDIA) 연구자는 수집된 열대지방 이탄지 자료 간에 합의와 조정
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워크샵 결과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탄지 관리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하며 이탄지 데이터 측정 결과 보고 및 여러 분야에 걸친 열대 이탄지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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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미래 정책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tropicalpeatlands.org/article/consistency-in-research-parametersmethods-key-to-effective-peatlands-management/)

이탄지 복원의 막대한 과제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 / 2019.9.4)

Riau주의 Pekanbaru에 있는 이탄지에서 나무와 관목을 휩쓴 불길을 잡기위해 준비 중인 소방관. 짙
은 연기와 수원에 대한 열악한 접근은 산불을 진압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
인도네시아는 약 270만 헥타르의 이탄지를 복원해야 하며 특히 리아우주, 잠비주, 남부 수마트라주,
서부 칼리만탄주, 중부 칼리만탄주, 남부 칼리만탄주, 파푸아주 7개 주의 복원이 시급하다.
2015년부터 이탄지복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이탄지복원청은 이탄지를 재습윤하기 위해 수로
건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담수의 과도한 배수를 초래하여 건기 시 산불발생위험을 높인다고 Gadjah
Mada 대학교의 이탄지 전문가인 Azwar Mass가 경고했다.
이탄지 산불 예방 및 복원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조림회사들이 정부가 승인한 이탄지 복

Chapter Ⅱ -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227

원 사업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며 복원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요
인으로 많은 목표 지역이 접근성이 어렵고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있음을 제시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9/04/indonesia-faces-gigantic-task-ofrestoring-peatland-destroyed-by-fire.html)

이탄지 복원에 금지(법령) 보다 더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카르타포스트 / 2019.10.4)
2015년을 되돌아보면, 인도네시아는 일 년 내내 크고 심각한 산불을 겼었다. 2016년 2월 세계은행
(World Bank)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만에 최소 260만ha(대부분 이탄지)의 땅이 불탔다고 보고했
다. 손실의 경제적 가치추정은 161억 달러이다.
정부는 2015년 산불에 따라 이탄지복원청(BRG)을 설립했다. BRG가 이탄지 복원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재습윤(rewetting)인데, 이는 특히 건기에 산불을 막기 위해 토지를 습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
로 차단과 우물파기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산불은 지역사회가 ‘만약 많은 재습윤 인프
라가 구축되었다면, 왜 아직도 이탄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가? 라는 BRG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탄지 프로그램을 위한 Kemitraan's Villages Care의 작업과 일부 현장 관찰 및 논의를 되돌아보면,
일부 재습윤 인프라가 프로젝트 접근방식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그 과정은 지역사회가 계획에서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참여는 향후 이탄지 복원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복원 관리의 황금 열쇠인 지역사회 참여는 모든 정부 차원의 계획 정책에 수용되어야 한다. 마을 차
원에서 이탄지 복원을 계획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는 중기(medium- term) 마을 개발 계획, 연간
마을 작업 계획, 마을 예산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탄지 복원은 정부가 발행하는 더 높은 수준의 정책
또는 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지원되는 마을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복원 활동에 전면 참여하고 복원이 마을 계획과 정책에 통합되어,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모든 복원 계획이 전액 지원되면 복원 기구(agency)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계획과 예산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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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땅과 생계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와 산림 토양을 산불로부터 훨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 파트너쉽인 Villages Care Peatland Program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
가(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9/10/04/communities-more-effectivethan-bans-to-restore-peatlands.html)

❸ 팜오일(Palm oil)
인니의 유럽 주류 차단 (Asahi / 2019.4.5)
인도네시아가 팜오일을 바이오연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EU의 결정에 불만을 내비친 후, 유럽 주
류 제조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EU제품을 수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 EU제품에 비해 EU원산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받는데 일부 지연이 있다고 전
해졌다. 그러나 Karyanto Suprih 사무총장은 시장 선호도에 따른 것이라며 EU의 계획에 대한 보복
을 부인했다.
팜오일 문제로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인도네시아는 파리협약에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으며
EU회원국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위원회는 현지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EU 주류 수입에 적용 가능한 추가 방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asahi.com/ajw/articles/AJ201904050051.html)

인니와 말레이 정상들 EU에 공동 항의서한 전달 (MK, 매일경제 / 2019.4.9)
4월 7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팜오일 사용 규
제에 항의하는 서한을 EU에 발송했다.
이 서한은 양국 정상이 함께 서명했으며 팜오일 사용을 규제하려는 EU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
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두 정부는 8일에 EU 의회가 있는 브뤼셀로 대표단을 파견해 이와 관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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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EU 의회가 2030년부터 운송
연료에서 팜오일을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하자 EU와 무역 분쟁을 벌일 조짐을 보여 왔다.
팜오일 가격이 급락하면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루훗 해양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만 최소 1,760만 명의 소규모 자작농이 팜오일 생산에 관
여하고 있다"면서 "팜오일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이들을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팜오일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이 상당수이다.
(출처: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16168/)

팜오일 제재에 반발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 / 2019.5.27)
3월 13일 유럽연합 집행기관은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관한 위임 법률(Delegated Act)을
채택했다. 규제에 따라, 팜오일이 산림전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팜오일을 퇴출하려는 유럽연합(EU)과 이를 반박하는 인도네시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팜오일 산업이 퇴조할 경우 인도네시
아 팜오일의 40%를 생산하는 소규모 자작농 1,760만 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정부는 EU에 대한
무역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이미 팜 농장의 설립 허가를 금지했는데도 EU는 팜오일에 대한 제재를 밀
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는 EU가 실제로 팜오일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즉각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생산량이 기타 식용유지보다 높고 환경 훼손 정도가 덜한 데도 EU가
환경단체의 주장만 믿는다고 항변해 왔다.
또한 2015년 이후 팜오일 조림에 대한 모라토리엄뿐만 아니라 열대우림 및 이탄지 개간을 위해 발
급되는 새로운 허가권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팜오일 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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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심의가 2015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조정부 장관은 EU가 팜오일 퇴출을 강행한다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하
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9% 이상 감축하
기로 약속한 바 있다.
세계 최대 팜오일 시장인 EU는 2015년 기준으로 연간 670만t의 팜오일을 수입했고, 수입한 팜오
일의 40%가량을 바이오연료 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팜오일 농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인도네시아에서만 31만㎢에 달
하는 열대우림이 벌목돼 사라지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EU에서 팜오일 사용
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출처: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3/187658/https://
www.thejakartapost.com/news/2019/05/27/trade-barriers-topalm-oil-unnecessary-kadin-britcham.html)

팜오일 조림지의 81%가 규정 및 정부의 감사 위반 (MONGABAY / 20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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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의 감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팜오일 조림지들이
다양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위반에는 허가 된 것보다 큰 조림지,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 표준(ISPO)을 준수하지 않는 조림지, 소작농에게 충분한 토지 할당 불이행을 포함
한다.
또한 BPK(금융감독원)로 알려진 정부 감사 기관은 많은 조림 회사가 토지를 경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HGU(사업이용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침해는 광산채굴권 또는 보호 및
보전 지역과의 중복이었다.
2016년 반부패위원회의 감사결과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산업에 위반 및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신
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시스템 부족을 지적했다.
조림지의 허가발급 과정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많은 회사가 팜오일 재배 금지된 산림지역에 땅을
개간하고 조림할 수 있었다.
운동가들은 조림 회사(일부는 정부의 고위공무원 소유)에 대한 정부의 엄중단속과 산업의 투명
성 증진에 진지한 관심을 요구한다.
(출처: https://news.mongabay.com/2019/08/81-of-indonesias-oil-palm-plantationsflouting-regulations-audit-finds/)

7월 팜 오일 월 수출 증가 (자카르타포스트 / 2019.9.18)
수확 기간: 작업자가 Lampung의 농장에서 팜 오
일 열매 다발을 모으고 있다. 세계 1위 및 2위의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유
럽연합이 팜오일을 운송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중
단한다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유럽연합에 도전
하겠다고 위협했다. (The Jakarta Post/R. Berto
Wedhatama)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자 협회(Gapki)
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팜 오일 수출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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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국이 한 달 동안 수요를 증가시켜 전월보다 15.87% 높은 292만 톤을 기록했다.
Mukti Sardjono 팜오일 생산자 협회 전무는 7월 수출이 연간 9.32% 감소했지만 중국, 인도, 방글라데
시에서 월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은 중국의 대두(오일 생산)를 줄였고, 그 결과 중국은 6월 인도네시
아로부터의 팜오일 수입을 거의 50%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9/18/palm-oil-monthly-exports-rise-injuly-gapki.html)

❹ 맹그로브(Mangrove)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복원에 대한 공동의 노력 제안 (자카르타포스트 / 2019.8.25)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맹그로브 복
원 및 재건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 맹그로브 숲이 있는 5개국(호주, 케냐, 멕시코, 자메이카, 가
나)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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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육상림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5배 더 저장할 수 있는 맹그로
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개국이 소유한 맹그로브의 총 면적이 세계 맹그로브 지역의 3분의
1, 약 540만ha를 차지합니다.”라고 말하며 맹그로브를 제대로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6개국의 공동
노력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350만ha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맹그로브 지역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맹
그로브를 통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불법조업 방지 대책위
원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호 맹그로브 숲의 약 22%가 ha당 약 0.82-1.09 기가 톤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25/indonesia-proposes-jointcommitment-on-mangrove-restoration.html)

맹그로브 숲 복원의 긍정적 영향 (MONGABAY / 2019.9.24)
두 명의 Paremas 여성이 게 껍데기 모양의 크래
커를 말린다. 게들은 그들 뒤에 보이는 맹그로브
숲에서 수확되었다. (Image by Fathul Rakkman
for Mongabay)

최근 몇 년간 장작에 대한 수요는 인도네
시아 Paremas 마을의 맹그로브 숲의 고갈
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방 정부와 NGO들은 맹그로브 숲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오늘날, 해안의 조수 웅덩이(tidal pools)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음식과 소득을 제공함으
로써, 가족들이 해외에서 힘든 일을 하는 부모님이 집으로 보내는 송금에 덜 의존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을 여성들은 맹그로브 숲에서 수확한 게를 이용한 크래커 판매, 열매를 이용한 밀가루 가공 등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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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 숲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넓은 대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해변의 악취가
나는 웅덩이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막는다.
(출처: https://news.mongabay.com/2019/09/for-one-indonesian-village-mangroverestoration-has-been-all-upside/)

❺ 모라토리엄(Moratorium)
영구 모라토리엄 선언 (자카르타포스트, foresthints / 2019.8.5)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6,600만ha의 천연림과 이탄지에 신규 사업 허가권 제공을 중단한다는 영구
모라토리엄(Moratorium, 활동중단)에 서명했다.
모라토리엄은 2011년 당시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7년 6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의해 2년마다 연장되었다.
영구 모라토리엄은 서명 이후 발효되어 산림·이탄지 관리가 개선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특히
펄프 용재 조림, 팜오일, 벌목 및 광업 등 넓은 지역에 새 허가권을 내주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환경산림부장관에 따르면, 모라토리엄이 산림 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소, 산불 예방 및 토
지 갈등 해결을 포함해 산림 부문을 개혁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약 6,600만ha(국토의 35%)의 제한구역은 지표지도(Indicative map, PIPPIB)에 명시될 것이며 대통
령 지시로 6개월마다 개정되어야 한다.
영구 모라토리엄 계획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100% 이끌고 있으며 야생종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를 보호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장관과 주지사, 기타 관리들은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구역에서 개발 허가증
을 새로 내줄 수 없다.
국가적 프로젝트는 제한받지 않을 것이며 2011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회사의 사업 활동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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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부장관은 모라토리엄이 제한 구역 내 산림 전용을 약 38%정도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REDD+에 따른 노르웨이와의 협력 약속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이 계획이 산림과 이탄지는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라토리엄이 처음 도입된 후 7년 동안 약 120만ha의 산림이 모라토리엄 지역 안에서 소실되었으며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은 인도네시아 산림과 이탄지 황폐화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foresthints.news/indonesian-permanent-forest-moratorium-signed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17/hopes-high-permanentban-on-forest-peatland-clearance-will-stop-deforestation.html)

❻ 기타
심각한 상황에 놓인 세계 산림 (TEMPO / 2019.4.25)
지난해 유실된 1,200만ha의 열대 우림이 세계산림감시(GFW)의 감시가 시작된 이래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세계 산림 손실이 심각하며 산림파괴로 거주지와 생계가 사라진 토착민
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산림이 온실가스 배출량 1/3을 흡수하기 때문에, 산림의 큰 손실은 기후변화에도 주요한 영
향을 미친다.
불법 채굴, 산림 개간 및 농장 확장으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산림 손실이 증가해 아프리카
가 새로운 산림전용 및 황폐화 주요지역으로 강조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모라토리엄 시행 후, 2년간 천연림 손실이 감소한 보기 드문 나라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지금까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 열대우림 국가이면서 팜오일 최대 생산국이다. 환경 운동가들은 산림파괴
의 많은 부분이 팜오일 조림을 위한 토지 개간이라고 지적한다.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2018 세계 기후행동 정상회의(Global Climat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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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t)에서 자선가들은 열대우림의 감소를 막기 위해 4억5900만 달러를 약속했다.
세계 환경 캠페인 조직 Mighty Earth는 산림 파괴 시 엄청난 기후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재 남
은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s://en.tempo.co/read/1199191/worlds-forests-in-emergencyroom-after-years-of-losses)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치 기록 (자카르타포스트 / 2019.5.16)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가 5월 11일에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26ppm이라는 관
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시기는 3백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2년 전 처음으로 410ppm에 도달했다. 수치는 계속 상승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과 엘니뇨의 영향으로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
다고 전문가들이 전했다.
파리협정과 대중의 인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지 않아 지구 온난화 가속
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life/2019/05/16/41526-parts-per-million-co2levels-hit-historic-high.html)

산림 보호 (자카르타포스트 / 2019.6.3)
2018년 기준 360만ha의 노령 열대우림이 손실됐으나 인도네시아만이 2년 연속으로 산림 손실양
이 크게 감소하였다.(아직 손실 면적은 크지만 줄어드는 추세이다.)
정부의 저탄소 개발 계획(LCDI)에 따라, 산림 및 이탄지 보호·복구를 위한 5가지 방법이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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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과 이탄지로 팜오일 조림지를 확장하는 것의 영구적인 중단 및 금지
2) 토지 이용 계획이 중복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One map 정책 : 광업, 농업, 수산업, 임업 간
토지와 해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복구에 적절한 지역을 찾음으로써 LCDI의 산림 복구 목표 달
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산림유지를 위해 중앙 정부가 큰 산림면적을 가진 지방에게 보상하는 제도 시행
4) 기반 시설 및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농업 가치 사슬(Value Chain)의 생산성·공정성 향상
: 소규모 농민들의 소득 상승 및 식량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숙련 농민들의 탄력적인 농법으로 지속 가능한 상품과 합법적인 목재를 공급하고 배출을 감
소시킬 수 있다.
5) 산림은 식량 생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산림 보호 활동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적 노력의 일
환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위의 방법들은 정부의 식량 및 토지 이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9/06/03/5
-step-plan-to-protect-our-forests.html)

APFW 양자회담 (자카르타포스트 / 2019.6.19)
6월 19일 아태지역 산림주간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시티 누르바야 장관이 인도네
시아 산림 보호 캠페인에 K-Pop 스타를 초청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K-Pop 스타의 캠페인 참여가
젊은 층의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 몇몇 유명인들의 이전 캠페인 활동을 예시로 들
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한국 대사관과 논의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유명인들은 야생동물과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기위해 환경의 날 행사 및 오랑
우탄의 날 기념행사 참여, 야생동물관련 노래 발표, 앨범수익 기부,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참
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6/19/k-pop-stars-tohelp-indonesia-save-our-forests-minis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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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간의 탄소 중립 (자카르타포스트 / 2019.6.20)
6월 20일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계획이 전체 28개 회원국 중 체코, 에스토니아, 폴
란드, 헝가리 4개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 4개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
으며, 탄소 중립에 따른 명확한 보상 체계가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이 탄소 중립의 달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
인다.
※탄소 중립(carbon neutral) :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
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6/20/eu-leaders-scramble-forconsensus-on-2050-carbon-neutral-target.html)

마카다미아 조림 (자카르타포스트 / 2019.6.30)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마트라섬 북부에 마카다미아 나무를 재배하고 산림 복구 및 생물다양성 회
복을 계획하고 있다.
마카다미아 나무는 산림 복구 기능뿐만 아니라 토양 침식과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어 새로운 대
체 식물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ha당 2-10억 루피아)가 높은 마카다미아 너트는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 할 수 있
어 새로운 수입원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6/30/australian-macadamia-to-beplanted-at-lake-toba-as-part-of-reforest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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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계획으로 리아우에서 진행된 10,000그루 나무 심기 (자카르타포스트 / 2019.9.7)
현재까지 APP Sinar Mas의 목재공급업체의 보
전지역 87ha 산림에 다양한 지역 종 42,000그루
의 나무가 심어졌다.   

Sinar Mas Group의 자회사인 종이생산
기업 Asia Pulp&Paper(APP)는 리아우
(Riau)주의 훼손된 땅에 무려 10,000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환경산림부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공
동 개최되었으며 식수는 Siak군 Koto Sasip 지역에 위치한 Teluk Rimba마을의 Giam Siak Kecil(GSK)
구역의 20ha 땅에서 진행됐다. 이 지역은 수마트라섬의 리아우 주에 위치한 이탄지 지역으로
705,271ha에 이르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보전 지역(UNESCO Man and the Biosphere Reserve)으
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두 곳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으며 깃대종으로 수마트라 코끼리와 수마트
라 호랑이가 있다.
2014년 APP Sinar Mas 자회사의 보전지역을 방문한 일본 요코하마대학교 Akira Muyawaki 교수
는 손상된 숲의 복원속도를 높이기 위해 meranti, jelutong 및 기타 지역종과 같은 풍토적 수종을 심
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불법 벌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식목활
동에 지역 공동체를 참여 시켰다고 전했다. 참여의 대가로 나무 수액과 복원 된 숲으로부터의 과일
과 같은 비 목재 제품의 혜택이 주어졌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life/2019/09/07/in-riau-forest-restoration-initiativecontinues-with-planting-of-10000-tre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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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파업(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 / 2019.9.20)
수백 명의 환경운동가들과 학생들이 정부가 기후
변화 완화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하
기 위해 자카르타의 거리에서 기후 변화 운동에
참여

자카르타에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
닌 사람들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후위
기 비상행동을 촉구하는 기후파업에 참여
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토지 전환과 산불이 전체의 63%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2030년까
지 41%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석탄에 대한 의존을 국가 주요 전력원으로서 버리고 악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완
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지역의 해안 지역을 삼키고 있는 침식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 지
속적인 대기 오염과 같은 다른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9/20/we-dont-have-a-spare-planetstudents-demand-action-as-indonesia-joins-global-climate-strik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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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대한민국, 산림분야 협력 강화 (jpnn, borneonews, forda-mof / 2019.10.31)
인도네시아-대한민국이 기 진행하고 있
는 산림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2019 한-아세안 산림최고
위급 회의에 참석중인 환경산림부 알루 도
홍 차관 방문 시 산림청 박종호 차장이 서
명한 산림분야 핵심협력 프로그램 이행체
제에 관한 약정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2019년 10월 29일)
한국 측은 한인니 산림센터 운영 갱신에
관한 기술약정을 포함하는 본 약정의 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알루 도홍 차관은 한국 측이 이탄지 관리 분야 협력 촉진을 강조한 것을 환영하며, 보고르에 본부
를 두고 있는 국제열대이탄지센터(ITPC)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APFW 양자회담에서 시티 누르바야 장관이 전한 바와 같이,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산
림분야 협력 워크 플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알루 도홍 차관은 2020년 3월 국제산림의 날 행사에 K-Pop 아티스트 초대를 제안했고 산림청 박
종호 차장도 제안을 환영하며 환경산림부가 임업진흥원과 공기업인 영림공사 간 진행하고 있는 목
재바이오매스 조림 사업에도 도움을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알루 도홍 차관은 팰릿 비즈니스 협력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림공사 측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jpnn.com/news/indonesia-dan-korea-selatan-sepakat-perkuat-kerjasama-kehutanan  https://www.borneonews.co.id/berita/143078-ri-dan-korea-selatanperkuat-kerjasama-kehutanan https://www.forda-mof.org/berita/post/6558-indonesia%E2%80%93-korea-selatan-pererat-kerjasama-sektor-kehut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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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툴생태교육모델숲 신축 다리개설

한-인니 산림센터가 국영 영림공사와 협력하여 운영중인 센툴생태교육모델숲에 2019년 1월
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신축다리 개설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27일 한-인니 산림센터장,
주인니대한민국대사관 임무관, 영림공사 사업이사, 영림공사 서부자바&반뜬 지청장, 보고르
FMU 소장, 보고르군 지역정부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오프닝에서 한-인니 산림센터 김영철 센터장은 이번 신축다리 개설로 방문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으며 폭우시에도 다리가 유실될 걱정이 없어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센툴모델숲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당부하였다. 영림공사 밤방 사업이사도
양국간 산림분야 협력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며 센툴생태교육모델숲 사업은 한-인니 산림센터와
영림공사가 잘 소통하여 이행하는 양국 사업의 좋은 모범적인 예라 발언하며 한국측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 날 참석한 아그로인도네시아 기자와 보고르 지역신문 기자들은 센툴 시설물을
둘러보고 산림 분야 양국협력과 한국측의 생태관광 분야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센툴생태교육모델숲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센툴 방문객은 2018년 12,000명에서 2019년 14,0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형 휴양림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전파한 것으로 교육의 기능을 더하여 학생, 회사원,
동호회 등이 센툴을 방문하여 숲체험, 워크샵, 교육, 힐링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2019년
센툴에 한국홍보관을 개선하여 포토존을 마련하고 한복 등을 구비해 한국 체험을 하고자 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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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센툴생태교육모델숲 신축다리 개설 사진첩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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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 및 NTB 주지사,
롬복 뚜낙 산림휴양ㆍ생태관광 사업지 방문

천혜의 산림경관 등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산림청(한-인니 산림센터)은 지난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산림휴양ㆍ생태관광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롬복 만달리카 지역에서 20여분 떨어진 뚜낙 자연관광공원에
위치한 뚜낙 생태센터는 방문자센터(159㎡), 다목적센터(480㎡), 나비생태체험관(314㎡), 트레일
2.9km, 3개동 숙소(총 392㎡) 규모의 시설물로 2018년 3월에 개장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한인니
산림센터와 환경산림부 NTB주 자연보전소가 지원하여 뚜낙 베소폭(Tunak Besopoq)이라는
주민단체가 경영을 하고 있다. 뚜낙 생태관광센터는 주민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생태관광 분야
협력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개발 정책이라는 니즈에 맞는
모범 협력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8월 9일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와 NTB주 줄키프리만샤 주지사, 기따 투자국장,
박태순 롬복한인회장 등은 뚜낙 생태관광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 향후계획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뚜낙 베소폭은 뚜낙 전통 공연으로 김창범 대사와
줄키프리만샤 주지사 일행을 환영했으며 기념식수 수종으로 인도네시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자라는 높은 발아율과 종자생산성, 강한 환경저항력, 방풍수, 바이오디젤 연료와 오일로 사용되는
경제 수종인 Nyamplung(Calophyllum inophyllum) 을 준비하였다.

그림 3-2. 롬복 뚜낙 베소폭 전통 환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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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와 NTB주 줄키프리만샤 주지사는 롬복에서 한국과
인니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한-인니 산림센터는 뚜낙
생태관광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인 뚜낙 베소폭 단체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3회
진행하였으며, 홍보활동을 위하여 롬복 바우 냘레 피스티벌, 롬복 트레블 마트, 만달리카 비치
클린 업 참석 지원 및 국립공원 자연관광공원 페스티벌 뚜낙 홍보 부쓰 지원을 하였다. 뚜낙
베소폭 청년들에게 E-비즈니스(마케팅) 교육을 실시해 SNS 등을 이용한 홍보 역량강화를 지원한
바 있다.

그림 3-3. 뚜낙 생태관광센터 시설물 점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 7월 롬복 만달리카 지역을 5개 최우선관광개발지역(super priority
tourist destination)중 하나로 지정하여 향후 만달리카 지역에 인접한 뚜낙 생태관광센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기대된다. 뚜낙 자연관광공원은 한-인니 산림협력 사업지인 뚜낙
생태관광센터 개장 이래 방문객이 2018년에 100%, 2019년에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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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뚜낙 베소폭 역량강화 워크숍후 기념 촬영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생태관광 개발 정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본다.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5년 11월 6일자 국가사무처 공문(No. B 652/Seskab/
Maritim/2015)을 통해 “뉴 발리”라고 칭하며 10개 우선관광지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와
투자유치를 지시
- 10개 우선관광지역 리스트
표 3-1. 10개 우선관광지역 리스트
지역이름

주

1

Lake Toba

Sumatra Utara

2

Tanjung Kelayang

Bangka Belitung

3

Tanjung Lesung

Banten

4

Pulau Seribu

DKI Jakarta

5

Borobudur

Jawa Tengah

6

Bromo-Tengger-Semeru

Jawa Timur

7

Mandalikta

Nusa Tenggara Barat

8

Labuan Bajo

Nusa Tenggara Timur

9

Wakatobe

Sulawesi Tenggara

10

Morotai

Maluku Utara

※ 8번 Labuan Bajo에 코모도 국립공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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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북부수마트라주 토바호수, 중부자바주 보로부두르, 서부 누사뜽

가라주 만달리카, 동부누사뜽가라주 라부안 바죠, 북부술라웨시주 리꾸빵을 5개 최우선관광개발지
역(super priority tourist destination)으로 지정, 관광명소(볼거리), 편의시설, 접근성(attractions,
amenities, and accessibility)과 관련된 인프라에 우선적 지원을 약속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5
개 최우선 순위의 국가관광 전략지역에 9조 루피아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다고 밝힘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 장관을 지명하면서 신임 관
광창조경제부 장관에게 5개 최우선관광개발지역에 집중할 것을 당부함
- 위 최우선관광개발지역 중 동부누사뜽가라주 라부안 바죠는 코모도 국립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2019년 주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코모도 국립공원 경영권을 이관하라고 요청하며 국립공원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킴
- 2019년 11월 4일 환경산림부는 코모도 국립공원을 개발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까
지 컨셉 구상 중으로 주민을 기반으로 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 발표하고 2020년에 통합 마스터플랜
세울 것이라 밝힘
- 환경산림부 시티 장관은 기획실장에게 한국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 현장 방문을 지시한 바 있으
며 11월 말 하니 장관자문관, 아유 기획실장등 10여명이 한국 방문하여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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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핀, 센툴 One Day Outdoor Learning
: 양묘 및 나무심기 교육 프로그램

최근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홍수, 가뭄, 산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이
발생했다. 이 자연 재해는 산림 황폐화와 계속되는 토지 개간으로 인해 토양이 물을 저장하고
침식에 저항하는 능력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민은 산림 황폐화 복구에
노력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8년 대통령령 24호를 통해 11월 28일을 인도네시아 식목일(Hari
Menanam Pohon Indonesia- HMPI)로, 12월을 식목월로 지정해 나무심기를 장려하고 있다.
산림 황폐화 복구는 인도네시아 정부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기도하다. 지금까지
각계각층이 관심을 갖고 인식 제고와 참여를 하여 실제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산림 황폐화
복구와 토지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인식 제고와 관심은 젊은 세대와 특히
학생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학생들의 나무심기 활동을 포함한 산림과 자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주변 자연 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과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학생들은 변화의 요원이 되고 성장하여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및 자연 환경 사랑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또는 훈련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 할 수 있다.
한-인니 산림센터는 2019년 11월 28일 식목일과 12월 식목월을 기념하며 학생들의 산림과
자연 환경 보호, 인식 제고 및 나무 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One Day Outdoor Learning : 양묘
및 나무심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룸핀양묘장(RSSNC: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센툴생태교육모델숲, 환경산림부 인력개발원 룸핀 교육훈련센터(BDLHK)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Chapter Ⅲ - 임업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소식  251

한-인니 산림센터는 2019년 11월 28일 식목일과 12월 식목월을 기념하며 학생들의 산림과
자연 환경 보호, 인식 제고 및 나무 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One Day Outdoor Learning : 양묘
및 나무심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룸핀양묘장(RSSNC: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센툴생태교육모델숲, 환경산림부 인력개발원 룸핀 교육훈련센터(BDLHK)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그림 3-5. 룸핀, 센툴 One Day Outdoor Learning : 양묘 및 나무심기 교육 프로그램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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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 룸핀양묘장에서 진행된 첫 번째 ‘One day Outdoor Learning : 양묘 및
나무심기 교육’프로그램 오프닝에 참석한 룸핀면장은 한인니 산림센터와 환경산림부의 교육
프로그램이 룸핀 지역 녹화와 자연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고 인도네시아 주간지
아그로인도네시아(Vol. XVI No.748, 17-25 Nov 2019)도 본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그림 3-6.주간지 아그로인도네시아
(Vol. XVI No. 748,17-25 Nov 2019) 신문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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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핀 지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One Day Outdoor Learning : 양묘 및
나무심기 교육’프로그램을 3회 마친 후 11월 18일 센툴생태교육모델숲에서 센툴 까랑 뜽아 V
초등학교 스카우트 50여명이 참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산림과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의식을 제고하며 묘목을 만들고 나무심기의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환경산림부 인력개발원 룸핀 교육훈련센터(BDLHK) 리나 센터장은 한-인니 산림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감사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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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ㆍ기업 동정

가.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소식
Year-End Meeting of 2019 Korea Forest Bioenergy Association
2019년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및 회장 이ㆍ취임식
2019년 11월 5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정부기관, 기업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교
류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연말 모임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인니 산림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1부 세미나로 인도네시아 산주협회 (Association of Indonesian Forest Concessionaires,
APHI) 뿌르와디 사무총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인니 목재바이오매스 투자 기회’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 (Indonesian Palm Oil Association, GAPKI) 아감
부사무총장은 ‘팜오일 정책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사의 질문에 답하였다.

그림 3-7. 산주협회 및 팜오일협회 발표, 질의응답후 기념촬영

Chapter Ⅲ - 임업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소식  255

2부 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김창범 대사가 참석하여 이임하는 김훈 회장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협
의회 회원사는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김창범 대사는 축사에서

본 협의회장을 이임하는 김훈 회

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신임회장의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한다는 메시지 전달하고 인니 최전선이며
어려운 임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사가 내년에 더 도약하여 한-인니 관계에 기여하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김훈 회장은 한-인니 산림센터와 임무관에게 감사를 전하고 한국기업들이 본 협의회
를 통하여 어려운 사업 환경 극복 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또한 코린
도 그룹 상무로 재직 중인 김영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출 기업들과
그동안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밝히며, 인니 임업의 진입장벽이 높지만 발전가능성과 잠재
력이 높은 분야로 향후 임지 확장 없이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방안과 Sustainability를 고려한 사업방
안 모색이 중요함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한-인니 산림센터장은 회원사들의 건승을 기원
하는 폐회사를 전하며 협의회를 마쳤다.
그림 3-8. 2019년 11월 5일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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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린도 그룹, 남부 할마헤라 지진 피해 구호 활동
2019년 7월,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할마헤라 지역에 7.3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고 여진도 잇따르
면서 13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또한 수많은 공공시설, 인프라를 포함한 가옥이
파손되었고 이에 따른 재산 피해는 약3천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부할마헤라군(Kabupaten Halmahera Selatan)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오일 플랜테이션 사업부 PT
Gelora Mandiri Membangun(이하 GMM) 역시 직원 주택과 사무실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도움
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GMM은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균열과 붕괴로 망가진 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GMM은 256톤의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지원, 공급하여 식수, 요리 등 생활 용수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굴착기와 덤프 트럭, 픽업 트럭 같은 중장비, 운송 수단, 건축 자재를 지원하여 대피
소까지 이어지는 진입로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이동과 구호 물품의 운송이 원활하도록 도왔다. 특히
남부할마헤라군 여러 마을에 1,000장의 합판과 200장의 천막을 제공하여 갈 곳 없는 이재민들이 임
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GMM은 인근 8개 마을 즉, Gane Dalam, Gane Luar, Yamli, Sekely, Kurunga, Yomen,
Jibubu, Awis 마을에 원조를 보냈다. 마을의 주민들은 회사의 도움과 관심에 감사를 표했고 Gane
luar 마을의 이장 Ramli Bakir씨는 “GMM이 있어서 다행이다.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즉시 도움
을 받을 수 있었다. 이재민들을 신경써 줘 고맙다”라고 말을 전했다. Gane luar 마을은 Bisui 마을과
함께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9. 지진 피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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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건축 자재 지원
(출처: https://indopos.co.id/read/2019/08/13/186600/korindo-group-bantu-kebutuhan-mendesakkorban-gempa-halmahera-sel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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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농장,친환경 국제 인증(RSPO) 획득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팜농장에지난 5월,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인도
네시아에서 팜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중 최초로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국제
인증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 RSPO 인증 획득은 팜농장 운영은 물론 향후 팜유 사업
에 있어서도 힘을 싣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소식입니다.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농장은…
‘인니팜’ 혹은 ‘SNG’로
통칭되는 삼성물산 팜 농
장은 인도네시아 수마트
라섬에 위치한 24,000ha
규모의 농장으로 서울시
면적의 무려 40%에 달하
는데요. 서울 송파구에서
양천구까지 이르는 규모
의 이 농장은 상사부문의
80여 개 해외거점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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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넓은 사업장으로, 지난 2008년부터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니팜은 또한 상
사부문의 해외사업장 중 가장 많은 직원, 약 2800여 명이 몸담고 있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고유가와 환경 문제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자,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친환경
연료인 팜유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으로부터 팜농장 지분을 인수해 팜유 생
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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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m 높이의 팜나무가 빼곡히 들어서있는 이 곳 농장에서는 하루 평균 1,000~1,500톤, 8만~10
만 개의 팜 열매가 수확됩니다. 이렇게 수확된 팜 열매는 멸균과 착유 등 정제 공정을 거쳐 과육과
씨앗은 각각 팜유 원액(CPO)과 팜핵유(PKO)로, 씨앗의 껍데기는 친환경 연료인 PKS 등으로 탈바
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정을 거친 팜유는 그 종류에 따라 식용유와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등 다
양한 분야에 사용되는데요. 삼성물산 인니팜에서는 CPO(Crude Palm Oil)를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
하고 있습니다.
팜 농장에서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농장 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체계적이고 꼼
꼼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왔는데요. 특히 환경 문제와 아동 노동 문제 등 일반적인 팜농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삼성물산의 인니팜 농장 안
에는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 등의 교육시설은 물론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안전설비가 갖
추어져 있으며,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SPO란?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는 환경을 보호하며 팜
유를 생산하고, 팜 산업을 증진시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자는 목적 하에, 국제 NGO 단체 세계
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이 2004년 스위스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RSPO 인증은 WWF 등 약 54개 국제 NGO 단체가 투명성, 법령의무 이행, 농장 책임경영, 자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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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지역사회 의무 등 총 8대 원칙, 39개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엄격히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전
세계 약 4,000여개 기관 및 업체가 RSPO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다수의 국제은행에서는 팜 관
련 거래시 RSPO 인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지난 2017년 8월, RSPO 멤버에 가입하여 RSPO 기준에 부합하고자 지속적
으로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해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5월, 인증 적합성 심사에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RSPO 인증에 대해 이운봉 SNG 법인장은 “이번 RSPO 인증으로 당사 팜농장 사업이 국제적
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환경 보호는 물론 철저한 안전 관리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통해 RSPO 인증을 유지하며 팜유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소
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RSPO 인증 획득은삼성물산 팜 농장이 생산성뿐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 보호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 인정됐는데요. 국내기업중 최초로 RSPO 인증을 받은 만큼, 앞으로 한층 더 높이 도
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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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관 회고

3년간의 치열했고 쓰라렸지만 너무도 행복했던 인도네시아 임무관 생활을 돌아보며...
-제12대 주인도네시아 임무관 임영석

2017년 2월3일. 낯설던 인니땅을 밝고 3년의 시간을 보냈다. 많은 분들이 오갔던 곳이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이곳에 고작 3년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고민도 해보았지만, 재임기
간 동안 기록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기에 작은 흔적을 남겨본다.

1. 임무관 그리고 산림협력의 흔적
연합뉴스에 새로 파견되었다며 연락온 성혜미 기자의 전화 한통. 전 세계 유일의 임무관이라는 자
리가 있다고 하는데, 임무관은 언제부터 주인니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나요?
이 자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역대 대부분의 임무관을 알고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
게 여겼던, 임무관 역사 흔적을 찾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던 것 같다. 외교부, 산림청의 공식적인 인
사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이민 40여년이 넘으셨다는 김삿갓
김한수 사장님께 들을 수 있었다. 신필구 또는 신팔구라는 이름의 임무관이 처음 이민 오셨을 때 계
셨다는 증언을 토대로 임우회 전진표 회장님을 통해서 아직 생존해 계신 심필구 선배님 소식을 들
을 수 있었다. 1대 심 임무관님은 1971년 6월 초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1977년까지 임무관을 하셨다고 한다. 특히, 1~2대 임무관은 임무관보가 함께 일을 해야 할 만큼 당
시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은 산림분야였다고 한다. 즉, 임무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1973년)가
되기 이전부터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1)

1) 역대 임무관 : 심필구 최민휴 박정환 김용한 정광수 윤영균 이장호 박종호 김용관 이미라 이상익 임영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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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1963년 국무회의 자료, 80페이지분량 자료에는 당시
산림협정서 및 다양한 현황조사 자료가 있다>

한인니 산림협력 역사를 찾아본 또 하나의 기록은 한인
뉴스를 통해서 접한 산림개발조사단 기사 한줄이였다. 남
방개발로 대표되는 민간분야 산림투자의 시작은 1968년이
였고 나 역시 그 시점이 한인니 산림협력의 시작이였으며,
당시 민간분야의 협력이 우선된 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 임무관이라는 자리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
지만, 한인니 산림협력은 1962년 농림부 산림국장을 단장
으로한 한국산림개발조사단이 당시 인니 수까르노 대통령
방문하였다고 한다. 10차례 이상의 산림조사 결과를 정리
한 1963년 농림부 장관의 국무회의 보고를 발견한 순간의
짜릿함. 양국 수교 그리고 산림청 개청 이전부터 인니가 산
림투자의 적지인 곳인지, 그리고 산림투자를 할 만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있
었던 것이다. 특히, 보르네오 섬 중 말레이시아와 인니 영토 중 어느 곳이 투자가치가 있는 곳인지
를 검토한 대목은 인상적이였다. 결국 인니 특히, 칼리만탄(보르네오섬 인니령) 지역이 적지라는 당
시 판단은 남방개발, 코린도 등 산림기업의 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안타깝게
도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인니 산림협력 역사가 곧 회갑을 맞이한다는 조
심스러운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2. 다양한 의전 활동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2017년 11월 문재인대통령님 방인, 2018년 1월 설훈 위원장님 등 농해위 위원 방인, 2018년 5월 김
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방인, 2018년 7월 김재현 산림청장님 방인, 2018년 8월 이낙연 국무총리님
방인(특별수행단 수행), 2018년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의원 산림현장 방문 등 VIP 방문 시 다양한 의
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자카르타 제1공항을 내 집 드나들 듯이 왔다갔다하며, 다시 한번 인니
의 치밀한 듯 허술한 행정에 놀랐다. VIP 의전은 준비 과정의 고단함과 긴장감은 있었지만, 함께 지
내는 매 순간이 의미있고 즐거웠던 것 같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인니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에 마음을 졸이며, 얻은 결론은 ‘결국 닥치면 어떻게든 된다’ 였다.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
인니는 참 일하기 어렵지만 또 쉬운 나라라는 이중성이 있다.
3년간 대피를 한 지진을 두 번 경험하였다. 2017년 발리 화산 폭발에 따라 대사관내 긴급 상황반
을 운영하였던 기억, 2018년 롬복 지진 당일 롬복에 제주 올레팀이 현장 조사를 들어가서 때 아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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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노숙을 하게 되어 맘 졸인 기억, 그리고 아직도 팔루 지진 항만 분야 재건 지원을 위해 계속된
회의 등은 기억의 저편으로 접어두려 한다.(인니는 도움을 주려해도 어려운 나라이다. 결국 2019년
하반기 팔루는 아직까지 현장에 제대로 된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중부 슬라웨시 주지사가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중앙부처는 여전히 꼼작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그림 3-12. <외교 의전은 힘이든만큼 성과가 보여지는 의미있는 일이다>

3. 즐거웠던 산림현장 방문
짧은 재임기간, 검증이 어렵고 공신력은 없지만, 스스로 붙인 최초의 타이틀이 몇 개가 있다. 최초
로 산림청장과 대사님을 모시고 칼리만탄 산림청장을 갔던 임무관, 그리고 파푸아를 2번 방문한 임
무관이 그것이다.
돌이켜 보면, 산림현장을 방문했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자바섬(한국임업
진흥원 스마랑 산림바이오조림 현장, 산림조합중앙회 반둥 커피조림지, 센툴생태교육모델숲, 룸핀
양묘장), 수마트라(잠비 이탄지 조림 대상지), 칼리만탄(서부칼리만탄 일본기업 이탄지 산업조림지,
대상 팜농장, 중부칼리만탄 코린도 빵깔란분 산업조림지, 남부칼리만탄 산림조합중앙회 꼬따바루
산업조림지, 동부칼리만탄 코린도 발리파판 산업조림지), 롬복 산림휴양센터, 파푸아(무림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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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팜조림지, 코린도 팜 조림지) 등이 그곳이다.2)

그림 3-13. <NTB주지사, 김창범 대사와 함께 한인니산림센터의 역작, 롬복산림휴양센터 방문>

평지임업의 꿈을 보여준 빵깔란분
한국에서 임업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꿈꾸는 세계가 있다. 우리의 산지가 경사가 좀 더 급하지 않
다면, 기계장비를 더 잘 쓸수 있고, 임도 확충도 더 쉬웠을텐데...그 꿈을 눈으로 볼 수 있던 곳이 코
린도 빵깔란분 산업조림지였다.
진입하던 순간부터 현장에 나올때까지 대형 화물차가 끊임없이 원목을 옮기는 모습, 전망대에서
평야처럼 끝없이 펼쳐진 조림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1980년대 초반 산림조사 시절 식
인부족3) 뒷 얘기와 함께 클론 양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숱한 실험, 산림재해, 지역민과 갈등 등 수많
은 역사를 담고 있는 이 곳. 이 임지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 성공 역사가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2) 2019년 연말, 김창범 대사님 제안으로 현장 오지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근무하는 한국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있었다. 고용노동관, 동
포영사 등 명확한 담당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총대를 메야했던 것은 인니 내 ‘오지’와 ‘오랜 시간’ 근무했다는 키워드를 충족할
수 있는 분들 중이 바로 산림분야였기 때문이다.
3)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닌, 외지인을 신께 모시는 풍습을 지닌 곳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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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빵깔란분 조림현장, 김재현 산림청장(좌) 김창범 대사(중앙)>

가슴 아픈 그곳 꼬따바루
한상기업인 코린도의 성공은 여러 한국기업의
해외조림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산림청
과 함께 산림조합중앙회가 있었다. 2년여 찾고 싶
던 꼬따바루 임지를 방문한 것은 2019년 산림청 조
사단과 함께였다. 병해충 피해를 입은 지역에 찾아
온, 2019년 산불 피해.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었
지만, 그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들도
있었다.(그 나무들은 다시 살아나서 잘 자라리라 믿
는다.) 평지임업을 하는 그곳에도 산림재해의 가능
성은 늘 상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 장밋빛 청
사진만을 그려온 것이 아닌가? 해외조림의 높은 생 그림 3-15. <병해충 피해 임지에 산불이 휩쓸고 갔지만,
장량을 얘기할 때 이외의 변수에 대해 얼마나 고민
나무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
을 해보았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 잠재
적 가치가 너무 크고, 제2의 빵깔란분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여전히 가슴 아픈, 그러나 응
원하고 싶은 그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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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 이탄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
2015년 인니는 대형 산불로 큰 아픔을 겪었다. 많
은 이탄지가 탔는데, 이는 인니뿐 아니라 전 지구적
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큰 손실이였다. 이탄지
복원 조림을 위해 체결한 양국간 MoU,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 임무관 재임시절 가장 아
쉬운 것은 이탄지 복원 협력사업 시작을 못하고 온
것이다. 2019년 산불 기간 중 미세농도 수치가 755
를 넘나들던 잠비. 호텔안도 메케한 연기가 자욱하
고, 시야도 지극히 제한된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하나
의 희망을 위한 이탄지복구 조림을 시작하기 위해
그림 3-16. <2019년 약 5개월간 건기가 이어지는 동안,

노력하고 있다.4)

잠비에서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웠다 한다.>

인니 안의 또 다른 세계 파푸아
누구나 막연한 오지에 대한 환상이 있다. 나에게
가장 호기심이 있던 곳, 파푸아를 2017년 11월, 2020
년 1월 두 번 방문을 하게 되었다. 9시간 비행기를 타
야 마주할 수 있는 미지의 그곳5)에서 처음 접한 것은
큰 예수상 이였다. 자카르타에서 어디든 벗어날 수
없던 사원이 아닌 또 다른 종교를 접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검은 피부의 파푸아 원
주민도 만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로 보여지나, 인니

그림 3-17. <인니 동쪽 끝, 기회의 땅>

이다. 여전히 분리 독립과 차별 얘기되는 이곳도 조
코위 대통령 취임 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불과 2년 만에 머라우케에서 아시끼까지 이
어지는 도로가 정비되었고, 소타 국경지대에는 공원이 생겼다.(2017년 소타 국경지대 방문시 내가
파푸아뉴기니 땅에 있었다는 사실은 2020년 재 방문 시 생긴 울타리를 보고 알 수 있었다.)

4) 숨쉬기조차 힘들던 곳이였는데, 잠비 주민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여전히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다. 건기 인니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과
제이다.
5) 인니는 동서로 길게 이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약 17,000개 섬) 국가이다. 서쪽 끝 사방에서 동쪽 끝 머라우케까지의 거리가 약
5,300km로 인천에서 자카르타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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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전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물성기름 사용 급증, 팜오일 논쟁은 옳고
그름도 중요하나, 인류 생존도 함께 고민해
야할 숙제이다>

조림에서 펄프 제지 생산까지 수직계열 완성을 꿈꾸는 무림 기업, 팜오일 시장을 인니 국내뿐 아
니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는 포스코 그리고 인니 내 감히 아무도 개발을 생각하지 않던 1990년대
초 파푸아 개발을 시작, 마을을 만들고 새로운 지역 경제를 창출해낸 코린도 그룹. 정답이 없는 환경
이슈에 대한 논쟁은 논외로 하고, 이들이 있기에, 파푸아 원주민들도 보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
했으며, 광개토대왕 정신이 이역만리에서 펼쳐지고 있음에 괜한 자부심을 느껴본다.

4. 참을 인도 네 개가 필요한 인도네시아 정부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30년 이상 이어온 한인니 산림협력도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시절이 있
었다. 한때 민·관·학이 참여한 한인니 산림포럼은 양국 정부 및 대학간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룸
핀양묘장, 센툴생태교육모델숲, 롬복 산림휴양센터 등 협력 사업을 만들었다. 그 산물은 지금도 양
국 협력의 좋은 사례로 인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중요성을 반영한 A/R CDM,
REDD+, 산림바이오매스 모델 사업도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인니 정부의 재해 피해에도 산림
분야는 적극 앞장서서, 아체 쓰나미 피해지 망그로브 숲 복원사업도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산불피
해지에 대한 이탄지 복원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인니는 때로는 ODA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국제사
회에 다양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진기지였던 것이다.(사업의 결과는 논외로 하려한다.)
한인니 산림협력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내 재임 기간이 가장 관계에 있어 최
저점이 아니였나 생각해본다. 먼저 인니 조코위 정부 출범 후, 2014년 산림부와 환경부 통합으로 환
경산림부가 신설이 되면서, 인니 환경산림부 국제협력국 등 주요 부서는 특정국가와 산림분야에만
협력을 집중하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꼈다. 2017년 김훈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회장님과 국제
협력국장을 만나 산림포럼 부활을 얘기한 적이 있다. 당시 국제협력국장의 ‘우리는 바빠서 할 수 없
다’던 단호한 답변이 아직 기억에 난다. 또한 2018년 환경산림부 장관이 하반기 아시아산림협력기
구 사무총장에 자국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과의 협력에 보이콧 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장관의 메시지 이 후 환경산림부 관계관을 만나는 것은 물론 이
거니와 함께 준비했던 워크숍 등 행사도 개최하지 못하고 2달여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2019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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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달간 준비하던 워크숍까지 아직 장관이 한국과는 협력하지 말라는 말로 틀어졌을 때는 인니와
협력에 정말 많은 회한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조코위 2기 내각에 시티 장관이 중용이 된 바, 아직 양
국 협력의 호시절로 회귀하는데 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5. 떠나며 그리워하며...남기는 제언
대사관내 인니 현지 직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다. 나는 인니와 인니인들을 참 좋아한다. 특히 발
리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인니인과 인니 공무원들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오
늘도 괜히 남쪽을 바라보며, 인니를 그리워 해본다.
3년간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소속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산림분야 종사자 분들을 만났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도움도 받았다. 한국인 특히, 산림분야 종사자들의 열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인니
는 우리에게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한분 한분의 땀이 60년의 한인니 산림협력 역사를 만들었고, 그
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또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AFoCO의 인니 비준을 받는데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탄지복원 LoA(협정) 체결
도 1년째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인니라는 나라와 앞으로 어떻게 협력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고
민스러운 대목이다. 1980년대까지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보였지만, 지금 한인니 양국간 경제
력의 차이 가져온 여러 원인 중 하나는 바뀌기 어려운 인니 공무원의 행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
각을 해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철저히 그들의 호흡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
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찾아봐야 할 것이다. 여러 행정상의 이유로 절차상의 이유로 할 수 없
다면, 과감히 인니라는 나라와 협력 방향은 재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해외조림 등 민간협력 역시 인니라는 나라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적지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인니 정부의 독특성을 감안할 때 해외임업을 하기에 적지냐는 것에는 아직도 의구
심 있기에, 기업 투자를 추천함에 있어 조금 주저를 하게 된다.
지난 60년간 한인니는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협력을 이어왔다. 새로운 60년을 꿈꾸기 전에 지난 60
년을 되돌아보는 것 역시 매우 의미있을 것이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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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인적자원개발원 소속 국립 임업고교

지난 2019년 5월 7일 서부 자바주 마잘렝카(Majalengka)군 국립 까디빠텐(Kadipaten) 임업고교 졸
업식이 진행되었다. 총 94명의 졸업생 중 4명은 티모르 레스테(Timor Leste, 구 동티모르) 출신의 유
학생이었다.
졸업식에 참석한 환경산림부 헬미 인적자원교육개발원장은 제4차 국가중기개발계획(2020-2024)
에서 인도네시아 발전에 기여할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과 비즈니스, 산업계 간 연결 및 매치 전략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대에 졸
업을 하는 학생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헬미 원장은 임업고교를 포함한 직업학
교 졸업생들은 실용적 측면뿐 아니라 인증 형태의 공식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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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부 산하에는 5개의 국립 임업고교가 있으며 서부자바주 까디빠텐(Kadipaten), 리아우주
뻐칸바루(Pekanbaru), 동부칼리만탄 사마린다(Samarinda), 남부술라웨시주 마카사르(Makassar), 서
부파푸아주 마노크와리(Manokwari)에 위치한다.
각 학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1) 서부 자바주 까디빠텐(Kadipaten) 국립 임업고교 역사
1958년 보고르에서 고등임업학교로 농업부 사무차관이 설립
1980년 농업부가 까디빠텐과 사마린다에 농업학교-임업학교(SPP-SKMA) 개교
1983년 산림부가 임업학교로 변경
2003년 폐교했다가 2008년 산림부와 교육부가 까디빠텐 임업고교로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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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아우주 뻐깐바루 국립 임업고교 역사
1943년 Ringyoo Tyudo Gokko 개교
1947년 고등임업학교로 변경
1951년 보고르에 개교
1969년 폐교했다가 1988년 뻐깐바루에 고등임업학교로 개교
1990년 뻐깐바루 임업고교로 변경
2003년 중단했다가 2009년 다시 개교
3) 동부 칼리만탄 사마린다(Samarinda) 국립 임업고교 역사
- (자료없음)
4) 남부 술라웨시주 마카사르 국립 임업고교의 역사
1943년 Ringyoo Tyudo Gokko 개교
1947년 고등임업학교로 변경
1969년 폐교했다가 1988년 고등임업학교로 개교
1990년 우중 빤당(Ujung Pandang) 임업고교로 변경
2003년 중단했다가 2008년 마카사르 임업기술학교로 다시 개교
2013년 마카사르 국립 임업고교로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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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부 파푸아주 마노크와리(Manokwari) 국립 임업고교
1943년 일제가 세운 Ringyoo Tyudo Gokko가 전신이며 2002-2003년 지방자치로 타 임업고교가
폐교했을 때 마노크와리 임업고교는 계속 운영됨
5개 국립 임업고교는 만 14-17세, 남성 키 160cm 이상, 여성 155cm 이상, 색맹이 아닌 신체와 정신
이 건강한 학생이 시험을 통해 입학 가능하며 보딩스쿨로 학비 등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소 군대식으로 운영된다는 평가이며 졸업생들은 영림공사 FMU, 조림회사 등에서 일하거
나 IPB(보고르농과대) 임학과 등에 입학 또는 유학을 가기도 하는데 현장경험, 이론 면에서 매우 우
수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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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도시 녹화 식물

인도네시아 국민은 대체로 마당이 있는 주택을 선호하고 집 앞에 작은 공간에도 화분으로 장식하
는 것을 좋아하며 쇼핑몰, 호텔, 건물 등의 조경에 공을 많이 드리는 편이다. 큰 마당이 있는 집은 전
용 정원사를 두며 일반 가정에서도 주/월 1회 마당에 있는 나무, 잔디 등 관리를 위해 정원사를 부르
기도 한다. 기원은 모르지만 자카르타와 근교 동네 이름이 나무 수종으로 명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Kemang, Menteng, Bintaro, Kapuk, Cempaka putih, Kelapa gading, Karet, Sentul 등, 한국식으로
하면 고무나무동, 센툴나무동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주변도 큰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 자카르타 중심가에도 녹
색의 정원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가로수 또는 조경시 선호하는 수종은 무엇이 있
을까?
2019년 8월 18일(일),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는 시민들과 함께 수디르만 거리(오피스 빌딩이 있
는 중심가)에 부겐빌레아(Bougainvillea) 를 심는 자카르타 녹화운동을 벌였다. 아니스 주지사는 공
기정화 기능이 탁월한 부겐빌레아 10만 그루를 수디르만 거리에 심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아니스 주지사는 매년 53개의 도시숲을 만들어 2022년까지 200개 이상의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까지 2백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진
행하는 캠페인이다. 부겐빌레아는 원산지가 브라질이며 아열대식물인 분꽃과 넝쿨식물로 인도네
시아 고속도로나 거리, 주택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다. 화려한 분홍색 이파리, 이것을 꽃으
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화포이며 정열이라는 꽃말처럼 화려하고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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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detik.com/berita/d-4670467/kurangi-polusi-udara-anies-tanam-bougenville-disepanjang-jalan-sudirman)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가로수로는 어떤 수종을 많이 심을까?

1. 빈따로(Bintaro) 나무 (Cerbera manghas)
자카르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열매가 망고와
비슷하며 탐스럽게 열려 있
다. 그러나 빈따로는 열대성
상록수 유독나무로 이 열매
를 먹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이 유독나무는 토양침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독성이 있
는 열매를 이용하면 집 안의
쥐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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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딴중(Tanjung) 나무 (Mimusops elengi)

영어권에서는 Bullet Wood(탄알나무)라고 부르며 열대 아시아지역이 원산지인 딴중 나무는 흰색
꽃이 개화하여 짙은 향기를 낸다. 열매는 붉은 색으로 2-3cm 정도 자라고 식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수피, 잎, 열매 등은 두통, 구강염 등 전통 약재로 사용된다. 상록수로 세련된 느낌이 있어 공원, 단지
조경, 산책로 등에 많이 식재된다.

3. 버링인(Beringin) 나무 (Ficus benjamina)

인도네시아 건국인념인 빤짜실라(Pancasila, 인니 다섯 가지 건국이념)의 상징 중 하나인 버링인
나무는 사회적 행복과 사회정의 의미한다. 벤자민 고무나무와 같은 종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을을
지키는 신령한 나무로 여겨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버링인 나무에는 혼령,
귀신이 산다고 하여 이 나무에 볼일을 보는 사람은 병에 걸린다는 믿음이 있다. 위 사진은 자카르타
스나얀 플라자 마당에 심겨진 것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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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호니(Mahoni) 나무 (Swietenia mahagoni)

인도네시아 경제수종인 마호니 나무도 거리에 식재되어 있다.

5. 아삼자와(Asam Jawa) 나무 (Tamarindus indica)
화란 식민지 시대 화란 사람
들은 활용도가 높은 나무인
아삼자와 나무를 많이 식재했
다. 뿌리가 단단하여 비가 와
도 쉽게 쓰러지지 않으며, 가
지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새들이 둥지를 틀며 잎도 잘
떨어지지 않아 거리를 지저분
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의 용
어로 “Die Hard", 곧 특별한 관
리도 필요없으며 열매 또한
다양하게 사용된다. 멘뗑 지
역에 아삼자와 나무가 많이 식재되었으나 도시정비로 인해 많이 정리가 되었다. 아삼자와 열매는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 부종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음료로도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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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캄보자(Kamboja) 나무 (Plumeria)

“Plumeria”는 프랑스의 식물학자 Charles Plumier(1646-1706)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으며 흔히 하와
이꽃이라 불리고 발리 사원, 식당, 호텔 등 관광지에서도 테이블 세팅 등에 사용된다. 캄보자 나무는
자카르타 거리나 주택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흔히 묘지의 꽃이라 하여 공원 묘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캄보자 꽃은 시들기 전에 떨어져 무덤 위에 누군가 꽃을 가져다 놓은 것
같은 예쁜 모습을 보여주며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준다. 떨어진 꽃이 시들어도 공원 묘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시 수거, 말려서 팔면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말린 캄보자 꽃을 수
출한다고 한다. 또한 캄보자 나무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며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만 잘 자란다. 그
러므로 토양의 특성상 묘지에서 잘 자라게 되어 공원 묘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캄보자 꽃의 향기
가 모기 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모기가 많아 댕기열이 걱정되는 주민들은 마당 한구석에 캄보
자 나무를 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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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뿌쭉 메라 (Pucuk Merah) 나무 (Syzygium oleana)

2010년대 이후로 공기정화 식물로 알려지며 위부분에 빨간색 잎이 있어 예쁜 뿌쭉 메라는 정원,
공원, 학교 등 조경에 많이 사용된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면적이나 경계를 상징하는 곳에 심으
면 적당하다. 오피스 건물이 많은 시내 중심가, 주택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그 외에서 야자나무 종류가 있으며, Dadap Merah (Erythrina vasriegata), Pohon Kupu Kupu
(Bauhinia sp.), Pohon Kiara Payung (Sapindaceae), Pohon Kersen (Prunus cerasus), Pohon Flamboyan
(Delonix regia), Pohon Trembesi (Samanea saman), Pohon Glodokan Tiang (Polyalthia longifolia) 등
이 도시 녹화 식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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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이해 (기고문)
이 희 수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기독교의 예수와 이슬람의 예수
기독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파와 예수가 피조물이며 *단성론을 주장하는 동방의 아리우스파가 첨예하게 대립합
니다. 세력을 놓고 보면 동방의 아리우스파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로마
교황청이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론을 정식 교리로 선택합니다. 정치적 결단이죠. 신앙적인 결
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이니 예수의 단성론을 주장하던 아리우스파가 그 결단을 수용할 수 있겠
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기독교가 나누어집니다.
삼위일체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하느님
의 아들로 불리며 신격화가 이뤄집니다. 삼위가 하나가 된다는 게 영어로 트리니티Trinity인데, 상
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트리니티는 고대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본 종교도 트리니티고,
조로아스터교에도 트리니티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세 가지 개념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고
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합니다. 대속代贖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하심으로써 기독교는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죄와 대속과 부활이라
는 이 세 개념에서 단 하나라도 부정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신
성화되었고, 아버지 하느님과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단성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리우스는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설에 대항하여 단성
론을 주장하였다. ‘성자’예수는 창조된 존재(피조물)이며, ‘성부’에게 존속적인 존재로 해석했다. 삼
위일체에 반대하는 아리우스파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이단으로 배격되었으나, 동방 기
독교의 여러 형태로 살아남았다. 예수를 피조물로 보는 아리우스 사상은 후일 이슬람교의 기본 원
리와 매우 유사하여 상호 영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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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슬람은 예수를 버렸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유대교와 달리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되 단성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으로서 예수, 신성은 인정하지 않고 인성만 받아들입니
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성을 받아들이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
의 위치에 놓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인간 세상에 충실히 전파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
은 최상의 인격체로 믿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과 이
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예언자와 선지자로 봅니다.
이슬람에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5명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중 한 명입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이렇게 5명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니깐 존경을 받고요, 두 번
째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 모세, 네 번째는 예수, 마지막 예언자가 무함마드입니다. 이슬람 학자들
에 따르면 적게는 1,300명에서 많게는 3천 명에 달하는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 수천
명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5명을 이렇게 꼽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예언자가 아닌 혹세무민하는 위선자로 봤고, 기독교에서
는 신과 동일시하면서 예수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신의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무함마드도 한 줌의 신성도 가지지 않은 최상의 인격체에 불과합니다. 예
수와 무함마드의 차이는 시대적인 차이입니다. 무함마드는 예수 이후에 신이 보낸 마지막 예언자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예언자’로 무함마드를 꼽는다는 게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봉
인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언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이후에 다른 예언자가 나
타났다고 하면 모두 이단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무함마드가 인간세계를 관장할 최종
적으로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완성된 복음이 바로 꾸란인 거죠.
무함마드는 앞선 복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담 이후 하느님이 주셨던 모든 복음을 종합
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왜 완벽한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 이슬람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으로 충분했으면 아담 시기에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
끝났을 텐데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시잖아요. 하느님께서 이미 주셨던 복음이 어느 시점을 지나
면 오만한 인간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예지 능력과 이성
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느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오염을 정화하려고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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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이후 6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슬람이 나타난 것도 당시 시대상이 가히 종말론적이었기 때문
입니다. 그때 동양은 남북조의 5호 16국 시대입니다. 유럽에서는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가
300년간 전쟁하던 가장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복음이 지켜지
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은 세기말적 현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이슬람이 내려
온 겁니다. 이슬람에서 마지막을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세계사적인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이란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는 구약 중심이고,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람은 구약의 내용이 거의 꾸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은 걸러서 다 버렸습니다. 일부러 따로 버린 건 아닙니다만, 무함마드의
계시를 분석해 보니까 예수의 신성은 버려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대신 예수의 인성 부분, 인간으로
서의 예수는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양으로만 보면 무함마
드에 대한 기록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종교를 과학적으로 보는 건 무의미하긴 합니다. 무함마드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일자 무학이었던
그가 받은 계시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원본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는 게 놀라운 거죠. 머릿속에서 지어냈으면 많은 모순이 있지 않았겠어요? 현재 16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보편적 신앙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기본
에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의 인성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또 610년부터 22년간 무함마드가 직접
계시를 받은 내용이 합쳐진 것이 꾸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꾸란의 개경장
꾸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요?
기독교에는 주기도문이 있지요? 이슬람에서는 개경장이 있습니
다. ‘개봉하는 장’이란 뜻입니다. 아랍어로는 ‘수라툴 파티하’라고 부
르는데, 영어로는 ‘오프닝 챕터Opening chapter’입니다. 역할도 주기
도문과 비슷합니다. 하루 다섯 번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반드시 이 장
을 암송합니다. 꾸란의 여러 장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으로 평가받
고 있습니다.

(꾸란의 첫 번째 장인 개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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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롭고 자애로우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만 있나이다.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
심판의 날의 주재자이신
하느님께만 찬미가 있나이다.
오직 당신만을 우리는 숭배하오며
오직 당신께만 도움을 청하나이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노여움을 받은 자들의 길이 아니고
또 방황하는 자들의 길도 아닌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 주셨던
그런 자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굉장히 닮았죠? 이 기도문을 무슬림들이 하루 다섯 번씩 매일매일 암송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꾸란에 등장한 예수
꾸란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
습니다.
보라, 천사들이 말하기를,
마리아여, 실로 하느님께서는 그로부터 네게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하노니
그의 이름은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니라.
_꾸란 3장 45절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 뒀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
태를 알리는 수태고지受胎告知 부분도 성경과 매우 유사하지요?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도 꾸란에서
는 다 인정합니다. 마리아가 묻죠.
“저는 처녀의 몸인데, 남자가 저를 스쳐 가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이까.”
천사가 하느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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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라 하면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수태고지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을 꾸란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림 4-1.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리는 모습

여기 메시아라고 말이 나오죠? 메시아가 논쟁 거리였습니다. 꾸란에서는 구원자로 해석하지 않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
교에서 메시아는 하느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다는 뜻이죠? 이슬람
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이슬람 율법의 대가인 알 조하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자신이 직접 한 말로서는 기독교의 어떤 복음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께선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책으로 나온 복
음서가 아니라 원전을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슐레이만 무파씨르라는 학자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고대 아람어에서 종에 해당하는 삐아스, 빠
이다가 아랍어에서는 굴람, 즉 소년, 아들, 종의 뜻인데,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
류가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느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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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의 아들’로 잘못 번역해서 메시아의 개념이 그릇되게 생겨났다는 거죠.

물론 이슬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소개해 드렸고요, 옳
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하느
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죠. 신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가 하느님의 아들
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꾸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질타합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아들을 취하셨다 하니 실로 너희는 큰 재난을 가져왔도다.
_꾸란 19장 88~89절

그런 말 때문에 하늘은 찢어지고 터져 버리며
땅은 갈라서고 산이 조각날 지경인바... ...
_꾸란 19장 90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취할 필요가 없으니... ...
_꾸란 19장 92절

저들이란 기독교도를 뜻하겠죠? 하느님의 아들이란 생각 때문에 큰 재난이 생겼다는 겁니다. 종
교적 관점이 참 많이 다르죠? 이슬람에서는 어떤 면에서든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
니다.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 부친이 없이 출생했지만, 결코 신의 아들이 되
거나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것도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수태고지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건 인정
하지만, 신적인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아담의 경우
에 빗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예수의 예는 아담의 경우와 같다. 그를 흙으로 창조하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있으라 하니 있게 되었다.
_꾸란 3장 5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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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모든 걸 다 하신다, 아담도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흙으로 빚은
것과 마찬가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서
는 아무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뜻에서 예수와 아담을 비교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처형과 대속, 부활이 부정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꾸란에서는 인간의 탄생에 대해 기본적으로 성선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한 줌의 흙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속성을 본떠
가장 자기와 닮은 인간을 만드셨죠. 성경과 비슷하죠? 그런데 하와(이브)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꾸란에서는 또 다른 깨끗한 흙
으로 빚어 다시 영혼과 응혈을 넣어 하와를 만듭니다. 이처럼 꾸란에서는 양성평등입니다. 왜 남자
를 먼저 만들었냐고 질문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와인 이브를 만들
었습니다. 창조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뤄진 거죠. 여성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앞서 있
다고 볼 수 있겠죠?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죠. 하느님이 크게 노해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주시고, 여성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 주시죠. 지
울 수 없는 대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인
간의 죄를 대신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비로소 기독교가 존재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나 천국의 길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예수의 예는 아담의 경우와 같다. 그를 흙으로 창조하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있으라 하니 있게 되었다.
_꾸란 3장 59절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럼 이슬람에서는 왜 원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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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꾸란에도 다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이브
가 금단의 열매를 먹어 큰 죄를 저질렀다는 데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저지른 죄를 처리하
는 방식이 다릅니다.
‘곧 잘못을 깨닫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곧 잘못을 깨닫고
하느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께서
뉘우침과 회개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생로병사와 고통이라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죄는 당대에 소멸됐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왜 소멸됐다고 볼까요? 아담과 이브가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치
렀음에도 이후 인간이 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면 하느님이 원래 아담을 만드실 때 가졌던
창조 본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속성을 그대
로 주어서 옥에 티 하나 없는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이브의 범죄 때문에 아기가 지울 수
없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
는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한 점 티 없는 깨끗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봅니다.

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한 은총으로 이성과 함께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꾸란과 경전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했습니다. 인간이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 가는 과정을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천사
들이 일일이 기록해서 최후의 심판 날에 하느님 앞에서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쌓은 선
업과 악업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선을 많이 쌓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
한 사람은 불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이슬람에서는 구원의 방식을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 없이 신
과 인간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대속 중재자가 있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중재자 없이 신과 인간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구원이
결정됩니다. 훨씬 단순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앙적으로는 믿어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셋이면서 하
나고, 하나면서 셋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널 예뻐하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다 가르쳐 주셨으니 열심히 착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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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살아야 돼. 만약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나쁘게 살면 심판의 날에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
통을 당해.”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이것이 비교적 민도가 낮은 제3세계에서 이슬람이 퍼져 가는 하나의 배경
일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꾸란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죽였노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고,
십자가에 그를 매달지도 않았도다. 그들에게는 비슷한 자가 있었을 따름이다.
_꾸란 4장 157절

꾸란이란 게 쉽지 않습니다. 600년경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묘사된 것보다는 비유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이어 봅시다. 아담과 이브가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인
간의 원죄를 대속할 중재자가 필요 없게 됐지요? 자연스럽게 십자가 처형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
슬람에서 십자가 처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책에 나오거든요. 성경 이외에 구전이나 유
대 전승에서도 십자가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학자
들이 인정합니다. 이슬람도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 십자가에 매
달렸던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후대 이슬람 학자들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하느님의 권능으로 예수가 아닌 예수와 닮은 자가 형
장에 끌려갔다고 주장합니다. 꾸란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했죠. 분명한 것은 이슬람에서는 예
수의 십자가가 처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3일 만에 부활하는 기적을 보일 필요도 없
어졌습니다. 원죄와 십자가 처형, 부활이 부정됨으로써 기독교와 이슬람 두 종교가 완전히 다른 길
을 가게 됩니다. 두 종교가 서로를 이단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꾸란은 특별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에 의해 하늘로 들려 올라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무함마
드도 예루살렘에서 들려 올라가서 하느님과 예수, 모세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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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한 예수의 그림을 보면 무슬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와는 참 다른
생각을 하겠죠? 무슬림들은 그 그림을 기독교가 왜곡된 전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달라
도 예수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구나 하는 정도는 받아들이잖아요. 이처럼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구원관
기독교와 이슬람의 구원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구원이 하느님과의 근원적이 화
해에 있으며,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이슬람은 죄 지은 자가 직접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유일신 하느님께 귀의함
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선행과 악행은 오로지 하느님만
이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자기 행위는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
기 위한 종교 활동이 없습니다.
성직자 계급이 있고, 출석을 매기면 그들에게라도 잘 보이기 위한 활동들이 있을 텐데, 내가 예배
보고 안 보고, 좋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하느님이 다 아시고 최후의 심판에서 판단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극도의 자율성이 나옵니다. 성직자도 없고 교황청도 없잖아요. 오로지
신과 자기 둘의 계약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씩 예배를 봅니다. 그것은 신과 자기가 약속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 뜨기
한 시간 반전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당신의 뜻에 따라서 빗나가지 않고 참된 길을 걷겠습니다. 하느
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합니다. 한참 일할 시간입니다. 그때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악과 결탁하거나 참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스스로를 되돌아봅
니다.
세 번째 예배는 3시에서 4시 사이에 합니다. 그때도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일몰 시간에 맞춰서 이뤄집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신의
뜻에 따라 잘 지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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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가 잠자기 전에 있습니다. 취침 예배죠. 충분한 숙면을 주셔서 내일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슬람은 철저하게 예방 성격의 종교입니다.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 이슬람 사회에
서 범죄가 현저히 낮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평소에는 하느님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 가서 하는 기도 대부분이 잘못한 것
에 대해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기복도 하죠. 아픈 데 낫게 해 주세요, 내 자
녀 시험에 붙게 해 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 주세요, 사업 잘 돼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요구
조건이 참 많죠?
즉 이슬람은 일상 속에서 신과의 대화를 통해 잘못을 예방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
자로서 참 놀라운 것 하나는 지금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610년에 만들어진
하루 다섯 번 예배 보는 원칙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댑니까? 분초를 다투는 시대잖아요. 달나라와 화성까지 이미 갔다 왔고요. 이
초스피드 시대에 하루 다섯 번씩 매일 예배를 보면 이를 줄이자는 사회적 논의가 일어날 만하잖아
요. 하루에 하느님을 한 번만 만나면 되지 꼭 다섯 번을 만나야 옳은 일인가? 기독교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는 개혁적인 논의가 있을 법도 하잖아요.
이슬람 인구가 16억 명이면 그중에는 보수적인 단체도 있겠지만 진보적인 단체도 있겠죠? 그런
데서 이런 의제를 제시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어떤 이슬람 세계에서도 하루 다섯 번
예배 보는 것을 줄이자, 혹은 모아서 보자 등의 논의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럼 이슬람 신자 모두가 광신적 보수 ‘꼴통’인가? 예배 안 보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죠? 이 주제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와 무함마드 두 분은 모두 승천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일신께서 가라사대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올라오게 하여
너에게 비신자들을 치우게 할 것이고 너를 따르는 자들을 부활의 그날까지
비신자들의 위에 있게 하리라.
_꾸란 3장 55절

Chapter Ⅳ - 인도네시아 알기  293

비신자를 치운다는 말은 벌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로 올라오게 한다’라는 말은 영혼의 승천
으로 보긴 합니다만, 육체적 승천과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
니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느님께서도 예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
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한 부분을 맡기신 겁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구
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꿈의 예언을 하는 거죠. 영적인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
때 하느님과 오른쪽에 있는 예수, 왼쪽에 있는 모세를 만나고, 이슬람이란 종교를 확정 받아서 내려
옵니다. 초창기 모든 무슬림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봤습니다. 나중에 계시가 내려와
서 메카로 예배 방향이 바뀐 겁니다.

△ 저자 소개: 이
 희수. 한국 외대를 졸업하고 터키 이스탄불 대학에서 중동 역사와 이슬람
문화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스탄불 마르마르 대학 중세사학과 조교수로 유목
문화론과 극동사를 가르쳤고, 이슬람권 최고의 연구소인 OIC의 이슬람 역사
문화 예술연구소 연구원, 튀니지 사회경제연구소(CERES) 연구원, 미국 워싱턴
대학 방문교수를 지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및 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이슬람과 한국문화>, <쿠쉬
나메> 등 60여권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 이 글은 저자 이희수 교수의 허락을 받고 프레시안 인문학습원에서 진행한
                          강의 <이슬람 학교> 강의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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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에너지 협의회 회원 목록
직책

성명

회사명

이메일

회장

김영철 상무

KORINDO GROUP

yckim@korindo.co.id

고문

이성길 센터장

KIFC (한-인니 산림센터)

leesunggil@gmail.com

간사

김보균 사장

PT SUMA SUKSES SEJAHTERA

bkkimho@gmail.com

이준산 임무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joonsan2100@gmail.com

회원

유재준 대표이사

PT KIFC (산림조합중앙회)

ss0578@naver.com

회원

남궁선 이사

PT KIFC (산림조합중앙회)

azimi@daum.net

회원

김성철 재무부장

PT KIFC (산림조합중앙회)

scb08797@naver.com

회원

홍정표 법인장

PT KOFPI (한국임업진흥원)

seansua@kofpi.or.kr

회원

도경진 총무과장

PT KOFPI (한국임업진흥원)

amante0324@kofpi.or.kr

회원

이영주 실장

KIFC (한-인니 산림센터)

leejakarta@gmail.com

회원

박성희 전문가

KIFC (한-인니 산림센터)

hirucanlight@gmail.com

회원

김훈 부사장

KORINDO GROUP

khoon04@gmail.com

회원

노경민 부장

KORINDO GROUP

gmroh@korindo.co.id

회원

정세용 부장

KORINDO GROUP

jungsy@korindo.co.id

회원

이준혁 차장

KORINDO GROUP

lusileo@korindo.co.id

회원

김남홍 과장

KORINDO GROUP

nhkim@korindo.co.id

회원

선혜화 대리

KORINDO GROUP

hhs@korindo.co.id

회원

공병선 법인장

포스코대우 (PT BIA)

bskong@ptbia.co.id

회원

송승준 부장

포스코대우 (PT BIA)

sjsong@ptbia.co.id

회원

김동호 부장

포스코대우 (PT BIA)

kdh@ptbia.co.id

회원

김남구 고문

포스코대우 (PT BIA)

nkkimm@hotmail.com

회원

이건희 PM

LG상사

ghleeb@lgi.co.kr

회원

최남찬 매니저

LG상사

ncchoi@lgi.co.kr

회원

장기호 선임

LG상사

khjang@lgi.co.kr

회원

권혁준 전무

GAMA GROUP

hjkwon@gamaplantation.com

회원

장재원 법인장

STI Indonesia (PT THEP)

jaewon.chang@sticorp.co.kr

회원

서진원 선임

STI Indonesia

jinwon.seo@sticorp.co.kr

회원

이철욱 이사

NNE (자연과환경)

kcw0520@hanmail.net

회원

한상재 사장

NNE (자연과환경)

rindualamhan@gmail.com

회원

김태형 법인장

GS글로벌 인니법인

thkim@gsg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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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섭 법인장

MOORIM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baesup@moorim.co.kr

박상현 팀장

MOORIM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shpark@moorim.co.kr

회원

남차희 부장

MOORIM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melsophi@moorim.co.kr

회원

신명섭 이사

PT Jhonlin

shinms@jhonlingroup.co.id

회원

이운봉 법인장

삼성물산

wineman.lee@samsung.com

회원

김효찬 대표이사

PT INDONESIA NATURAL
CORE

mmiikk@empal.com

회원

최원준 이사

PT INDONESIA NATURAL
CORE

enzochoe@gmail.com

회원

이상우 법인장

대상 홀딩스 (PT SINTANG
RAYA)

swleebaik@gmail.com

회원

박형준 사장

PT JSK

pcm0725@gmail.com

회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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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조직(2019.11.30.현재)
○ 근거법령: 환경산림부에 관한 2015년 대통령령 제16호(2015년 1월 23일부로 효력)
○ 조직개편 및 인사 내용 (DG 인사 발표: 2015년 5월 29일, 전문위원: 7월 24일)

구분

조 직 (D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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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실
Inspektur Jenderal
(Acting DG : Ir. Laksmi Wijayanti, M.CP.)

국
(Direktorat
Jenderal)

원
(DG급: Ba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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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B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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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ng DG : Ir. Hudoyo, M.M)

4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국
Pengelolaan Hutan Produksi Lestari
(Acting DG : Dr. Ir. Bambang Hendroyono, M.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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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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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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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ng : Dr. Ir. Apik Karyana, M.Sc.)

* 국(DG) 13개 + 장관 정책자문관(DG급) 5개

UI졸

UGM졸

UnHas졸

UGM졸

Renijaya Blok P2/2 RT 05 RW 06,
Pondok Benda, Kec. Pamulang Kota 08161861681
Tangerang Selatan Banten
Sriwijaya Perumahan Beliung Blok E No.
15 RT 011 RW 000, Beliung, Kec. Alam 081258930000
Barajo Kota Jambi Jambi
Komplek TNI AL Pangkalan Jati Jl. Resak
No.14, Kec. Pondok Labu Kota Jakarta 0811884495
Selatan DKI. Jakarta
Icarus Blok I No.5, Komplek IPB 2
Sindang Barang, Sindang Barang, Kec.
08161386920
Bogor Barat, Kode pos : 16117 Kota
Bogor Jawa Barat
Jl. Bukti Nomor 3 Rt.014/001 Kel.
Makasar, Jakarta Timur RT 014 RW 001,
085710279049
MAKASAR, Kec. MAKASAR Kota Jakarta
Timur DKI. Jakarta
Perum Griya Melati Blok C2 No. 11 RT
003 RW 013, Bubulak, Kec. Kota Bogor 082128080889
Barat Kota Bogor Jawa Barat

"Dr. Ir. Murdiyono, M.M.
NIP. 196103311986031002 (58
Thn, 7 Bln)"
"Ir. Irmansyah Rachman
NIP. 196104151989031005 (58
Thn, 6 Bln)"
"Ir. Sumarto, M.M.
NIP. 196107081987031002 (58
Thn, 3 Bln)"
"Dr. Ir. Suhaeri, B.Sc,F., M.Si.
NIP. 196107101988031001 (58
Thn, 3 Bln)"
"Drs. Muhammad Yunus, M.Si.
NIP. 196101161995031001 (58
Thn, 9 Bln)"

"Drs. Tri Bangun Laksana
NIP. 196310121994031001 (56
Thn)"

Sekretariat
Inspektorat
Jenderal

Inspektorat
Wilayah I

Inspektorat
Wilayah II

Inspektorat
Wilayah III

Inspektorat
Wilayah IV

Inspektorat
Investigasi

3

4

5

6

7

No Telp

2

Alamat Rumah

"Ir. Laksmi Wijayanti, M.CP. Jl.Antariksa Blok I/19 RT. 001/008
NIP. 196902051995032001"
CIpinang Besar Sleatan, Jatinegara

Pejabat Pelaksana Tugas (Plt)

Pensiun

Nama Pejabat / NIP / Usia

Inspektorat
Jenderal

UNIT KERJA

Data per tanggal 01 November 2019

1

No.

LINGKUP KLHK

DAFTAR PEJABAT STRUKTURAL (ESELON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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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derawsih II, Villa Ciomas Indah Blok
K-8 No.9, Bogor Barat, Kec. Ciomas Rahayu Kab. Bogor Jawa Barat

Kelinci 1 Bulak Kapal Permai Blok AG.4
No.71 RT 016 RW 014, Jatimulya, Kec.
082111575755
Tambun Selatan, Kode pos : 17113
Kota Bekasi Jawa Barat
Raya Taman Cimanggu No.5, Gg.
Arwana RT 003 RW 001, Kedung
Waringin, Kec. Tanah Sereal, Kode pos :
16161 Kota Bogor Jawa Barat
Jl. Lumbu Barat V/15 RT 002 RW 010,
Bojong Rawa Lumbu, Kec. Rawa Lumbu 081318397651
Kota Bekasi Jawa Barat

"Ir. Samidi, M.Sc.
NIP. 196207211987031001 (57
Thn, 3 Bln)"

"Drs. Maman Kusnandar, M.M.
NIP. 196202091985031001 (57
Thn, 8 Bln)"
"Ir. Djati Witjaksono Hadi, M.Si.
NIP. 196104241986031003 (58
Thn, 6 Bln)"
"Dr. Drs. Ir. Teguh Rahardja, M.Sc.
NIP. 196311211991031001 (55
Thn, 11 Bln)"
"Ir. Noer Adi Wardojo, M.Sc.
NIP. 196711221993031001 (51
Thn, 11 Bln)"

Biro Umum

Biro Hukum

Biro Keuangan

Biro Hubungan
Masyarakat

Biro Kerja Sama
Luar Negeri

Pusat
Standardisasi
Lingkungan dan
Kehutanan

3

4

5

6

7

8

9

Pensiun

Pandan No.8 RT 054, Pendowoharjo,
Kec. Sewon, Kode pos : 55185 Kab. 081392033123
Bantul DI. Yogyakarta

"Dr. Ir. Ayu Dewi Utari, M.Si.
NIP. 196905221993032002 (50
Thn, 5 Bln)"

Biro
Perencanaan

2

Jl.Nilam II/123 Rt.02/10 Kranggan
Kulon RT 002 RW 010, Jatiraden, Kec.
087875453678
Jatisampurna, Kode pos : 17433 Kota
Bekasi Jawa Barat

Kelinci 1 Bulak Kapal Permai Blok AG.4
"Drs. Maman Kusnandar, M.M. No.71 RT 016 RW 014, Jatimulya, Kec.
082111575755
NIP. 196202091985031001"
Tambun Selatan, Kode pos : 17113
Kota Bekasi Jawa Barat

Jabaru II Komplek Palem No.203 RT 06
RW 02, Bojong Baru, Kec. Pasir Kuda 08156405185
Kota Bogor Jawa Barat

"Ir. Abdul Hakim, M.For.St.
NIP. 196205081987031001 (57
Thn, 5 Bln)"

Biro
Kepegawaian
dan Organisasi

1

Alternatif Cibubur Blok E.3 No.11
Perumahan Citra Gran, Cileungsi, Kec.
0818180949
Cileungsi, Kode pos : 16820 Kab. Bogor
Jawa Barat

"Dr. Ir. Bambang Hendroyono, M.M.
NIP. 196409301989031001 (55
Thn, 1 Bln)"

Sekretariat
Jen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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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em RT 005 RW 036, Purwobinangun,
081328364479
Kec. Pakem Kab. Sleman DI. Yogyakarta

"Dr. Ir. Mahfudz, M.P.
NIP. 196708291992031004 (52
Thn, 2 Bln)"

Pensiun

"Drs. Amral Fery, M.Si.
NIP. 196202061989031001 (57
Thn, 8 Bln)"
"Ir. Edy Subagyo, M.P.
NIP. 196006261987031001 (59
Thn, 4 Bln)"

"Drs. Rijaluzzaman
NIP. 196012281992031001 (58
Thn, 10 Bln)"

"Nunu Anugrah, S.Hut., M.Sc.
NIP. 197301301998031004 (46
Thn, 9 Bln)"

Pusat Data dan
Informasi

Pusat Kajian
Kebijakan
Strategis

Pusat
Pengendalian
Pembangunan
Ekoregion
Sumatera

Pusat
Pengendalian
Pembangunan
Ekoregion Jawa

Pusat
Pengendalian
Pembangunan
Ekoregion
Bali dan Nusa
Tenggara

Pusat
Pengendalian
Pembangunan
Ekoregion
Kalimantan

11

12

13

14

15

16

17

Villa Ciomas Indah Blok H.5 No.17 RT
005 RW 014, Ciomas Rahayu, Kec. 081281331247
Ciomas Kab. Bogor Jawa Barat

Pd.Rajeg Indah Blok.A No.4 Cibinong
Bogor RT 001 RW 009, Pondok Rajeg, 08129231221
Kec. Cibinong Kota Bogor Jawa Barat

Perum Kavling UII, Jl. Angsa, Sukoharjo,
081342112772
Kec. Ngaglik Kab. Sleman DI. Yogyakarta

Lele Dumbo No. 04 RT 001 RW 009,
Tangkerang Barat, Kec. Marpoyan
081364275497
D a m a i , Ko d e p o s : 2 8 2 8 2 Ko t a
Pekanbaru Riau

Tanjung VII/16 Taman Cimanggu RT 03
"Ir. Gatot Soebiantoro, M.Sc.
RW 12, Kedungwaringin, Kec. Kedung 08129247038
NIP. 196205271989031001"
Halang Kota Bogor Jawa Barat

Tanjung VII/16 Taman Cimanggu RT 03
RW 12, Kedungwaringin, Kec. Kedung 08129247038
Halang Kota Bogor Jawa Barat

"Ir. Gatot Soebiantoro, M.Sc.
NIP. 196205271989031001 (57
Thn, 5 Bln)"

Pusat
Keteknikan
Kehutanan dan
Lingkungan

10

Tawakal no. 36 RT 001 RW 005,
Bubulak, Kec. Bogor Barat, Kode pos : 08128235509
16115 Kota Bogor Jawa Barat

"Ir. Agus Isnantio Rahmadi, M.Sc.
NIP. 196105131989031001 (58
Thn, 5 Bln)"

Pusat
Pembiayaan
Pembangunan
H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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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amala II No.8 Komplek Kehutanan
Rasamala, Ciomas Rahayu, Kec. Ciomas,
081319606933
Kode pos : 16610 Kota Bogor Jawa
Barat

Jl.Antariksa Blok I/19 RT. 001/008
CIpinang Besar Sleatan, Jatinegara

"Prof.Dr.Ir. Winarni D Monoarfa,
M.S.
NIP. 196211211985032001 (56
Thn, 11 Bln)"
"Ir. Laksmi Dhewanthi, M.A.
NIP. 196503231992032001 (54
Thn, 7 Bln)"

Staf Ahli
Menteri Bidang
Hubungan Antar
Lembaga Pusat
dan Daerah

Staf Ahli
Menteri Bidang
Industri dan
Perdagangan
Internasional

"Ir. Hudoyo, M.M.
Staf Ahli Menteri
NIP. 196101111987031003 (58
Bidang Energi
Thn, 9 Bln)"

Staf Ahli Menteri
"Ir. Laksmi Wijayanti, M.CP.
Bidang Ekonomi
NIP. 196902051995032001 (50
Sumber Daya
Thn, 8 Bln)"
Alam

Staf Ahli Menteri
Pensiun
Bidang Pangan

19

20

21

22

23

24

Jalan Amarilis 2 Blok AH No.9-11
"Dr. Ir. Apik Karyana, M.Sc.
Kemang Pratama II Bekasi Barat RT
082122570187
NIP. 196307201990031001
006 RW 035, Bojong Rawa Lumbu, Kec.
(Eselon II)"
Rawa Lumbu Kota Bekasi Jawa Barat

Jl.Jati Raya Barat 37, Pd.Labu.Jakarta
Selatan

Perum Fitrah Mandiri Blok.3 RT 05
RW 06, Limba, Kec. Kota Selatan Kota 08124311588
Gorontalo Gorontalo

Perumahan Graha Inda, Jalan Cendana
Blok BG no 6 RT 006 RW 004, Kedung
081293646367
Halang, Kec. Bogor Utara, Kode pos :
16158 Kota Bogor Jawa Barat

"Dr. Drh. Abdul Muin, M.Si.
NIP. 196707011994031002 (52
Thn, 3 Bln)"

Pusat
Pengendalian
Pembangunan
Ekoregion
Papua

18

Jl. Arif Rahman Hakim II No.12 RT 003
RW 003, Ujung Pandang Baru, Kec.
082192771144
Tallo, Kode pos : 90211 Kota Makassar
Sulawesi Selatan

"Ir. Darhamsyah, M.Si.
NIP. 196401121985021001 (55
Thn, 9 Bln)"

Pusat
Pengendalian
Pembangunan
Ekoregion
Sulawesi dan
Mal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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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da IX no. 1, Air Hitam, Kec.
Samarinda Ulu Kota Samarinda 08115828333
Kalimantan Timur

"Ir. Dyah Murtiningsih, M.Hum.
NIP. 196908021998032001 (50
Thn, 2 Bln)"

"Drh. Indra Exploitasia, M.Si.
NIP. 196606181992032002 (53
Thn, 4 Bln)"

Direktorat
Kawasan
Konservasi

Direktorat
Konservasi
Keanekaragaman
Hayati

Direktorat
"Ir. Asep Sugiharta, M.Sc.
Pemanfaatan
Jasa Lingkungan NIP. 196402291990031001 (55
Hutan
Thn, 8 Bln)"
Konservasi

Direktorat Bina
Pengelolaan
Ekosistem
Esensial

3

4

5

6

7

"Ir. Tandya Tjahjana, M.Si.
NIP. 196204121992031002 (57
Thn, 6 Bln)"

Grilya Katulampa Blok. B.IX No. 4 RT 10
RW 10, Katulampa, Kec. Bogor Timur 082148971425
Kota Bogor Jawa Barat

Direktorat
Pemolaan
Pensiun
dan Informasi
Konservasi Alam

2

Anggur barat II No.18 Kav B2 RT 005
RW 003, Cipete Selatan, Kec. Cilandak 08111702551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Villa Kelapa Dua Jl. Janur 5 Blok 5 No.
40 RT 004 RW 007, Kelapa Dua, Kec.
0816900400
Kebon Jeruk Jakarta Barat Kota Jakarta
Barat DKI. Jakarta

Juanda IX no. 1, Air Hitam, Kec.
"Ir. Tandya Tjahjana, M.Si.
Samarinda Ulu Kota Samarinda 08115828333
NIP. 196204121992031002"
Kalimantan Timur

Perumahan Taman Soka, Jl. Soka VI no
9 RT 04 RW 09, , Kec. Bogor Utara Kota 0811341058
Bogor Jawa Barat

"Ir. Herry Subagiadi, M.Sc.
NIP. 196111151987031001 (57
Thn, 11 Bln)"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Konservasi
Sumber Daya
Alam dan
Ekosistem

1

PERUM POLRI GOWOK FII NO 61 RT
013 RW 005, CATURTUNGGAL, Kec. 082145705338
DEPOK Kab. Sleman DI. Yogyakarta

"Ir. Wiratno, M.Sc.
NIP. 196203281989031003 (57
Thn, 7 Bln)"

Direktorat
Jenderal
Konservasi
Sumber Daya
Alam dan
Ekosi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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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 Ciomas Indah Blok J2/3 RT 002 RW
13, Ciomas Rahayu, Kec. Ciomas, Kode 08129408242
pos : 16610 Kab. Bogor Jawa Barat
Villa Taman Kartini RT 001 RW 023,
Margahayu, Kec. Bekasi Timur Kota 081388808922
Bekasi Jawa Barat

"Ir. Ammy Nurwati, M.M.
NIP. 196908211994032001 (50
Thn, 2 Bln)"
"Dr. Nandang Prihadi, S.Hut.,
M.Sc.
NIP. 196912041995031001 (49
Thn, 10 Bln)"
"Ir. Timbul Batubara, M.Si.
NIP. 196106201989011001 (58
Thn, 4 Bln)"

"Ir. Thomas Tandi Bua A. N., M.Sc.
NIP. 196806251993031001 (51
Thn, 4 Bln)"
"Edward Sembiring, S.Hut., M.Si.
NIP. 197305301999031001 (46
Thn, 5 Bln)"
"Ir. R. Basar Manullang, M.M.
NIP. 196211211990031001 (56
Thn, 11 Bln)"

Balai Besar
Konservasi
Sumber Daya
Alam Jawa Barat

Balai Besar
Konservasi
Sumber Daya
Alam Jawa Timur

Balai Besar
Konservasi
Sumber Daya
Alam Nusa
Tenggara Timur

Balai Besar
Konservasi
Sumber Daya
Alam Sulawesi
Selatan

Balai Besar
Konservasi
Sumber Daya
Alam Papua

Balai Besar
Konservasi
Sumber Daya
Alam Papua
Barat

9

10

11

12

13

14

15

Pesantren 6 Villa Merdeka Kav 29 RT
002 RW 007, KEDUNGWARINGIN, Kec. 0818666820
TANAH SAREAL Kota Bogor Jawa Barat

Lingkungan III Citatah RT 01 RW 08,
Kelurahan Ciriung, Kec. Cibinong Kab. 081262174715
Bogor Jawa Barat

Serpong Park Blok BV - E2 / 16 RT 003
RW 013, Jelupang, Kec. Serpong Utara 081284802051
Kota Tangerang Selatan Banten

Pejompongan Raya No.4 RT 010 RW
006, Bendungan Hilir, Kec. Tanah
0811617617
Abang, Kode pos : 10210 Kota Jakarta
Pusat DKI. Jakarta

Vila Bintaro Indah C16/12A RT 005
RW 001, JOMBANG, Kec. CIPUTAT Kota 081256080234
Tangerang Selatan Banten

"Suharyono, S.H., M.Si., M.Hum.
NIP. 196704011994031003 (52
Thn, 6 Bln)"

Balai Besar
Konservasi
Sumber Daya
Alam Riau

8

Jl. Cengkeh Mas, Perumahan Villa
Gading Mas I Blok N No.9 Marindal
Medan, Harjosari II, Kec. Medan, Kode 08116152352
pos : 20147 Kota Medan Sumatera
Utara

"Dr.Ir. Hotmauli Sianturi, M.Sc.For.
NIP. 196211051989032003 (56
Thn, 11 Bln)"

Balai Besar
Konservasi
Sumber Daya
Alam Sumatera
U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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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Jefry Susyafrianto, M.M.
NIP. 196804041996031004 (51
Thn, 6 Bln)"

"Drs. Tamen Sitorus, M.Sc.
NIP. 196012091986011001 (58
Thn, 10 Bln)"

Pensiun

"Wahju Rudianto, S.Pi., M.Si
NIP. 196910161994031001 (50
Thn)"
"Ir. John Kenedie, M.M.
NIP. 196010201990031001 (59
Thn)"
"Ir. Jusman
NIP. 196412311993031010 (54
Thn, 10 Bln)"
"Ir. Ben Gurion Saroy, M.Si.
NIP. 196011271992031001 (58
Thn, 11 Bln)"
"Ir. Arief Mahmud, M.Si.
NIP. 196711301994031004 (51
Thn, 11 Bln)"

Balai Besar
Taman Nasional
Gunung Leuser

Balai Besar
Taman Nasional
Kerinci Seblat

Balai Besar
Taman Nasional
Bukit Barisan
Selatan

Balai Besar
Taman Nasional
Gunung Gede
Pangrango

Balai Besar
Taman Nasional
Bromo Tengger
Semeru

Balai Besar
Taman Nasional
Lore Lindu

Balai Besar
Taman
Nasional Teluk
Cendrawasih

Balai Besar
Taman Nasional
Betung Kerihun
dan Danau
Sentarum

16

17

18

19

20

21

22

23

Bumi Cimahpar Asri Blok F III No.9 RT
005 RW 016, Cimahpar, Kec. Bogor
081318044675
Utara, Kode pos : 16155 Kab. Bogor
Jawa Barat

Kompleks Balai KSDA Passo RT 032 RW
007, Passo, Kec. Baguala Kota Ambon 0811484283
Maluku

Jl. Pierre Tendean No. 29, Benteng
Selatan, Kec. Benteng, Kode pos : 081281000758
92812 Kab. Selayar Sulawesi Selatan

Mataram No. 52 LK2 RT 02 RW 00,
Enggal, Kec. Tanjung Karang Pusat Kota 081233447119
Bandar Lampung Lampung

Garuda Blok PT/15 Taman Pagelaran RT
02 RW 09, Padasuka, Kec. Ciomas, Kode 085342221779
pos : 16610 Kab. Bogor Jawa Barat

Mataram No. 52 LK2 RT 02 RW 00,
"Ir. John Kenedie, M.M.
Enggal, Kec. Tanjung Karang Pusat Kota 081233447119
NIP. 196010201990031001"
Bandar Lampung Lampung

Letda Kajeng No.23, Dangin Puri Klod,
Kec. Denpasar Timur, Kode pos : 80234 081284414223
Kota Denpasar Bali

Jalan Kesatrian VII/16 RT 005 RW 003,
Kebon Manggis , Kec. Matraman Kota 081281952459
Jakarta Timur DKI. Jakarta

Chapter Ⅴ - 부록  305

Pensiun

"Ir. Yuliarto Joko Putranto, M.AP.
NIP. 196007011986031003 (59
Thn, 3 Bln)"

"Dr. M. Saparis Soedarjanto, S.Si.,
M.T.
NIP. 196805121994031005 (51
Thn, 5 Bln)"

Pensiun

"Ir. Mintarjo, M.M.A.
NIP. 196403071990031003 (55
Thn, 7 Bln)"

Pensiun

Pensiun

Direktorat
Jenderal
Pengendalian
Daerah Aliran
Sungai dan
Hutan Lindung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Pengendalian
Daerah Aliran
Sungai dan
Hutan Lindung

Direktorat
Perencanaan
dan Evaluasi
Pengendalian
Daerah Aliran
Sungai

Direktorat
Konservasi
Tanah dan Air

Direktorat
Perbenihan
Tanaman Hutan

Direktorat
Kesatuan
Pengelolaan
Hutan Lindung

Direktorat
Pengendalian
Kerusakan
Perairan Darat

1

2

3

4

5

6

7

"Dr. M. Saparis Soedarjanto, S.Si., M.T. Duku 15 A Katen Solo RT 003 RW 011,
NIP. 196805121994031005 Kerten, Kec. Laweyan Kota Surakarta (51 Thn, 5 Bln)"
Jawa Tengah

Dusun Pondok No.H-17 RT 03 RW 07,
"Ir. Mintarjo, M.M.A.NIP.
Condong Catur, Kec. Depok Kab. Sleman 196403071990031003"
DI. Yogyakarta

Dusun Pondok No.H-17 RT 03 RW 07,
Condong Catur, Kec. Depok Kab. Sleman DI. Yogyakarta

Palem Putri No.6 RT 005 RW 007,
"Ir. Yuliarto Joko Putranto, M.AP.
Jatisari, Kec. Buah Batu Kab. Bandung 081220827480
NIP. 196007011986031003"
Jawa Barat

Duku 15 A Katen Solo RT 003 RW 011,
Kerten, Kec. Laweyan Kota Surakarta Jawa Tengah

Palem Putri No.6 RT 005 RW 007,
Jatisari, Kec. Buah Batu Kab. Bandung 081220827480
Jawa Barat

Rasamala II No.8 Komplek Kehutanan
" I r . H u d o y o , M . M . N I P . Rasamala, Ciomas Rahayu, Kec. Ciomas,
081319606933
196101111987031003"
Kode pos : 16610 Kota Bogor Jawa
B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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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r. Bambang Supriyanto,
M.Sc.
NIP. 196310041990041001 (56
Thn)"

"Dr. Ir. Apik Karyana, M.Sc.
NIP. 196307201990031001 (56
Thn, 3 Bln)"

"Ir. Erna Rosdiana, M.Si.
NIP. 196203311987032001 (57
Thn, 7 Bln)"
"Ir. Muhammad Said, M.M.
NIP. 196303181989011002 (56
Thn, 7 Bln)"
"Ir. Bagus Herudojo Tjiptono, M.P.
NIP. 196105261989031001 (58
Thn, 5 Bln)"
"Dra. Jo Kumala Dewi, M.Sc.
NIP. 196509201992032001 (54
Thn, 1 Bln)"
"Prof. Dr. Ir. Sigit Hardwinarto,
M.Agr.
NIP. 196102021986031003 (58
Thn, 8 Bln)"

Direktorat
Jenderal
Perhutanan
Sosial dan
Kemitraan
Lingkungan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Perhutanan
Sosial dan
Kemitraan
Lingkungan

Direktorat
Penyiapan
Kawasan
Perhutanan
Sosial

Direktorat
Penanganan
Konflik, Tenurial
dan Hutan Adat

Direktorat
Bina Usaha
Perhutanan
Sosial dan
Hutan Adat

Direktorat
Kemitraan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Planologi
Kehutanan dan
Tata Lingkungan

1

2

3

4

5

6

1

-

-

Kompl.DKI Blok.A No.27 Jakarta Utara
RT 18 RW 03, Sunter Jaya, Kec. Tanjung 08161360998
Priok Kota Jakarta Utara DKI. Jakarta

Josroyo Indah Jl Veteran Raya C 77A RT
11 RW 15, Jaten, Kec. Karanganyar Kab. 082213063009
Karangayar Jawa Tengah

Raya Laladon No.18 RT 003 RW 006,
Laladon, Kec. Ciomas, Kode pos : 16610 08121109277
Kota Bogor Jawa Barat

Komp. IPB, Sindang Barang II Blok I
No.5, Jl. Ikarius Bogor RT 003 RW 004,
08121051514
Ciherang, Kec. Dramaga, Kode pos :
16680 Kota Bogor Jawa Barat

Jalan Amarilis 2 Blok AH No.9-11
Kemang Pratama II Bekasi Barat RT
082122570187
006 RW 035, Bojong Rawa Lumbu, Kec.
Rawa Lumbu Kota Bekasi Jawa Barat

Gurame No.6, Kedung Waringin, Kec.
Tanah Sareal, Kode pos : 16164 Kota 08164810830
Bogor Jawa B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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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Kustanta Budi Prihatno,
M.Eng.
NIP. 196004111987031001 (59
Thn, 6 Bln)"

"Ir. Roosi Tjandrakirana, M.SE.
NIP. 196504161991032001 (54
Thn, 6 Bln)"

"Dr. Ir. R.A. Belinda Arunarwati
Margono, M.Sc.
NIP. 196811011993032003 (50
Thn, 11 Bln)"

"Herban Heryandana, S.Hut.,
M.Sc.
NIP. 197305231998031002 (46
Thn, 5 Bln)"

"Erik Teguh Primiantoro,
S.Hut.,MES.
NIP. 196901141996031001 (50
Thn, 9 Bln)"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Planologi
Kehutanan dan
Tata Lingkungan

Direktorat
Rencana,
Penggunaan
dan
Pembentukan
Wilayah
Pengelolaan
Hutan

Direktorat
Inventarisasi
dan
Pemantauan
Sumber Daya
Hutan

Direktorat
Pengukuhan
dan
Penatagunaan
Kawasan Hutan

Direktorat
Pencegahan
Dampak
Lingkungan
Kebijakan
Wilayah dan
Sektor

2

3

4

5

6

Komplek Kumala Asri B3, Jl. Kumala
II, Makassar Kota Makassar Sulawesi Selatan

Jl. Taman Pendidikan IV No.40 Cilandak
Barat RT 13 RW 10, Kec. Cilandak Barat 081584236236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Emeral Residence Blok D-26 Bintaro
Sektor IX, Pondok Aren, Kec. Pondok Aren Kota Tangerang Selatan Banten

Villa Bintaro Indah CI/55 RT 01 RW
05, Jombang, Kec. Ciputat, Kode pos : 08129519833
15414 Kab. Tangerang Banten

Komplek Pondok Aren G III/1, Ciluar,
Kec. Bogor Utara, Kode pos : 16710 Kota Bogor Jawa B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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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 PTB Blok J 13/16 RT 005 RW 009,
Pondok Kelapa, Kec. Duren Sawit Kota 08128706610
Jakarta Timur DKI. Jakarta

Jl.Nilam III/36 Rt.02/10 Jati Sampurna
08176642551
Bekasi

"Ir. Sigit Reliantoro, M.Sc.
NIP. 196811111995031001 (50
Thn, 11 Bln)"

"Ir. Sri Parwati Murwani
Budisusanti, M.Sc.
NIP. 196303181993032001 (56
Thn, 7 Bln)"
"Ir. Dida Migfar Ridha, M.Si.
NIP. 196805101994031001 (51
Thn, 5 Bln)"
"Luckmi Purwandari, ST.,M.Si.
NIP. 196711151996032006 (51
Thn, 11 Bln)"
"Drs. Dasrul, M.M., M.E., M.H.
NIP. 196705051992031001 (52
Thn, 5 Bln)"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Pengendalian
Pencemaran
dan Kerusakan
Lingkungan

Direktorat
Pengendalian
Kerusakan
Gambut

Direktorat
Pengendalian
Pencemaran
dan Kerusakan
Pesisir dan Laut

Direktorat
Pengendalian
Pencemaran Air

Direktorat
Pengendalian
Pencemaran
Udara

1

2

3

4

5

6

Jl. Rajawali Blok F Kav. 5 - F RT 026 RW
003, Gandul, Kec. Cinere, Kode pos : 08128115720
16512 Kota Depok Jawa Barat

Candraloka Blok B-5/17 Talang
Kahuripan Bogor RT 001 RW 010, Tegal, 081316617145
Kec. Kemang Kab. Bogor Jawa Barat

Jl. Pekayon I No.5 Pejaten Barat, RT 08
RW 10, Kelurahan Ragunan, Kec. Pasar
0819408740
Minggu, Kode pos : 12500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Jl. Pancoran Indah III Nomor 21 RT 009
RW 002, Pancoran, Kec. Pancoran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Drs. M.R. Karliansyah, M.S.
NIP. 196103281992031001 (58
Thn, 7 Bln)"

Direktorat
Jenderal
Pengendalian
Pencemaran
dan Kerusakan
Lingkungan

7

Kompl.Villa Bintaro Indah Blok.B
1 1 N o . 6 Ta n g e ra n g RT 0 0 4 RW
08161181801
012, JOMBANG, Kec. CIPUTAT Kota
Tangerang Selatan Banten

"Ir. Ary Sudijanto, MSE.
NIP. 196810111994031001 (51
Thn)"

Direktorat
Pencegahan
Dampak
Lingkungan
Usaha dan
Kegi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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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mahan Puri Kartika Blok G-2/7
Ciledug RT 004 RW 009, Tajur, Kec. Cileduk Kota Tangerang Banten

"Dra. Sri Tantri Arundhati, M.Sc.
NIP. 196303041992032003 (56
Thn, 7 Bln)"

"Ir. Emma Rachmawaty, M.Sc.
NIP. 196302171992032001 (56
Thn, 8 Bln)"

Direktorat
Adaptasi
Perubahan Iklim

Direktorat
Mitigasi
Perubahan Iklim

Direktorat
Inventarisasi
"Dr. Ir. Joko Prihatno, M.M.
Gas Rumah Kaca
NIP. 196005251989031005 (59
dan Monitoring,
Thn, 5 Bln)"
Pelaporan dan
Verifikasi

Direktorat
Mobilisasi
Sumber Daya
Sektoral dan
Regional

2

3

4

5

6

"Dr. Drs. Ignatius Wahyu Marjaka,
M.Eng.
NIP. 196603151993031001 (53
Thn, 7 Bln)"

Pulo Asem IV No 27, Jati, Kec. Pulo
Gadung Kota Jakarta Timur DKI. Jakarta

Alih Tugas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1

Jl. Delta Mirah No. 09 RT 007 RW 012,
Jatiwaringin, Kec. Pondokgede, Kode 081585302888
pos : 17411 Kota Bekasi Jawa Barat

Jl. Merpati Nomor 32 Menteng Dalam,
Jakarta, Kec. Tebet Kota Jakarta Selatan 0811106682
DKI. Jakarta

Jalan Kusuma Timur V D28 No.3 Wisma
"Ir. Agung Setyabudi, M.Sc.
Jaya RT 02 RW 03, Kelurahan/Desa
0811737524
196005171987031002
Aren Jaya, Kecamatan Bekasi Timur ,
(Widyaiswara Utama)"
Jawa Barat

Hegarmanah IV, No 21 A RT 1 RW 8,
Gunung Batu, Kec. Bogor Barat, Kode pos : 16610 Kota Bogor Jawa Barat

"Dr. Ir. Ruandha Agung
Sugardiman, M.Sc.
NIP. 196203011988021001 (57
Thn, 7 Bln)"

Direktorat
Jenderal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7

Kav PTB Blok J 13/16 RT 005 RW 009,
"Ir. Sigit Reliantoro, M.Sc.
Pondok Kelapa, Kec. Duren Sawit Kota 08128706610
NIP. 196811111995031001"
Jakarta Timur DKI. Jakarta

Pensiun

Direktorat
Pemulihan
Kerusakan
Lahan Akses
Terb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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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h Tugas

"Dr. Drs. Rasio Ridho Sani,
M.Com., MPM.
NIP. 196607111992031018 (53
Thn, 3 Bln)"

"Dr. Drs. Sugeng Priyanto, M.Si.
NIP. 196307051983031001 (56
Thn, 3 Bln)"

Alih Tugas

"Jasmin Ragil Utomo, S.H.,M.M.
NIP. 196406031992031001 (55
Thn, 4 Bln)"

Direktorat
Pengendalian
Kebakaran
Hutan dan
Lahan

Direktorat
Jenderal
Penegakan
Hukum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Penegakan
Hukum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Direktorat
Pengaduan,
Pengawasan
dan Sanksi
Administrasi

Direktorat
Penyelesaian
Sengketa
Lingkungan
Hidup

Direktorat
"Ir. Sustyo Iriyono, M.Si.
Pencegahan dan
NIP. 196206211990021001 (57
Pengamanan
Thn, 4 Bln)"
Hutan

7

1

2

3

4

5

-

-

081219973006

Tridaya II C-10/5, Sumber Jaya,
Tambun, Bekasi RT 001 RW 03, Number
081387194646
Jaya, Kec. Tambun Selatan Kota Bekasi
Jawa Barat

Komplek Setneg RI, Pd Kacang Barat,
Pd.Aren, Ciledug RT 001 RW 006, Kec.
0819701248
Kec.Barat Pondok Aren Kab. Tangerang
Jawa Barat

Tebet Barat III No.12 Jakarta Selatan

"Ir. Raffles Brotestes Panjaitan, M.Sc.
Perumahan Citra Gran, Cluster Green
195907101987031004
Valley Blok I-3 Nomor 2. Cibubur
(Widyaiswara U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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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 Iskandar No. 45 Perumahan Duta
Gema Pesona Depok Blok K No.10
RT 003 RW 011, Sukmajaya, Kec. 0811120555
Sukmajaya, Kode pos : 16412 Kota
Depok Jawa Barat

"Ir. Misran, M.M.
NIP. 196212121993031001 (56
Thn, 10 Bln)"

"Ir. Drasospolino, M.Sc.
NIP. 196409071991021002 (55
Thn, 1 Bln)"
"Ir. Istanto, M.Sc.
NIP. 196211191990031001 (56
Thn, 11 Bln)"
"Ir. Djohan Utama Perbatasari,
M.M.
NIP. 196012301988011001 (58
Thn, 10 Bln)"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Pengelolaan
Hutan Produksi
Lestari

Direktorat
Kesatuan
Pengelolaan
Hutan Produksi

Direktorat
Usaha Hutan
Produksi

Direktorat
Usaha Jasa
Lingkungan
dan Hasil Hutan
Bukan Kayu
Hutan Produksi

Direktorat
"Dr. Ir. Rufi''ie, M.Sc.
Pengolahan dan
NIP. 196012071987031005 (58
Pemasaran Hasil
Thn, 10 Bln)"
Hutan

Direktorat Iuran
dan Peredaran
Hasil Hutan

2

3

4

5

6

7

"Ir. M. Awriya Ibrahim, M.Sc.
NIP. 196001061987031001 (59
Thn, 9 Bln)"

Bantar Jati Permai, Jl. Balimbing I, Blok
E2 No.18-19, Tegal Gundil, Kec. Bogor
Utara, Kode pos : 16122 Kota Bogor
Jawa Barat

Pensiun

1

Gebang Jetis RT 005 RW 05,
Wedomartani, Kec. Ngemplak Kab. 08161466968
Bantul DI. Yogyakarta

TM cibalagung jl.dahlia ll blok k5 bogor
barat RT 004 RW 005, pasirjaya , Kec. kota bogor barat Kota Bogor Jawa Barat

Percetakan Negara B.115 RT 015 RW
001, Rawasari, Kec. Cempaka Putih 0811522071
Kota Jakarta Pusat DKI. Jakarta

Jl. STM Gg. Rahmad No. 20, Medan
Amplas, Kec. Medan Amplas Kota 081362356777
Medan Sumatera Utara

Alternatif Cibubur Blok E.3 No.11
"Dr. Ir. Bambang Hendroyono, M.M. Perumahan Citra Gran, Cileungsi, Kec.
0818180949
NIP. 196409301989031001"
Cileungsi, Kode pos : 16820 Kab. Bogor
Jawa Barat

Direktorat
Jenderal
Pengelolaan
Hutan Produksi
Lestari

Jl. Kayu putih timur I no 53 RT 006 RW
008, Pulo Gadung, Kec. Pulo Gadung 082113880397
Kota Jakarta Timur DKI. Jakarta

"Yazid Nurhuda, S.H.,M.A.
NIP. 196812091993031001 (50
Thn, 10 Bln)"

Direktorat
Penegakan
Hukum Pidan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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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 Vivien Ratnawati, S.H.,
MSD.
NIP. 197005011996032005 (49
Thn, 5 Bln)"

"Drs. Sayid Muhadhar, M.Si.
NIP. 196710081998031001 (52
Thn)"

"Dr. Novrizal, S.T., M.Si.
NIP. 197011131996031001 (48
Thn, 11 Bln)"

"Ir. Yun Insiani, M.Sc.
NIP. 196103081986012001 (58
Thn, 7 Bln)"

"Ir. Sinta Saptarina Soemiarno,
M.Sc.
NIP. 196609241995032001 (53
Thn, 1 Bln)"

Direktorat
Jenderal
Pengelolaan
Sampah,
Limbah dan
Bahan Beracun
Berbahaya

Sekretariat
Direktorat
Jenderal
Pengelolaan
Sampah,
Limbah dan
Bahan Beracun
Berbahaya

Direktorat
Pengelolaan
Sampah

Direktorat
Pengelolaan
Bahan
Berbahaya
Beracun

Direktorat
Penilaian
Kinerja
Pengelolaan
Limbah Bahan
Berbahaya
Beracun
dan Limbah
Non Bahan
Berbahaya
Beracun

1

2

3

4

5

Jl.H.Soleh I RT 10 RW 2, Sukabumi
Selatan, Kec. Kebon Jeruk Kota Jakarta 08164835009
Barat DKI. Jakarta

Jl. Puspita II A Blok C-28 Bumi Bintaro
Permai RT 002 RW 008, Pesanggrahan,
082299703605
Kec. Pesanggrahan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Greenwood Town House Blok M.16
RT.006/011 Rengas Ciputat Timur
Tangerang Selatan 15412 RT 006 RW
0818432387
011, Rengas, Kec. Ciputat Timur, Kode
pos : 15412 Kota Tangerang Selatan
Banten

Jl.Patria Jaya 7 NO. 1 Pd.Gede Bekasi
RT 004 RW 013, JATIRAHAYU, Kec.
PONDOK MELATI Kota Bekasi Jawa
Barat

Jl. Damar 1-A, Komplek AL Pangkalan
Jati, Jakarta Selatan RT 005 RW 006,
Pondok Labu, Kec. Cilandak Kota Jakarta
Barat DKI.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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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u Air II No.55 RT 027 RW 08,
Gandul, Kec. Limo Kota Depok Jawa 0811130420
Barat

Komplek Kehutanan Rasamala RT 02
RW 06, Padasuka, Kec. Ciomas, Kode 08129921731
pos : 16610 Kab. Bogor Jawa Barat

"Dr. Ir. Agus Justianto, M.Sc.
NIP. 196308071988031001 (56
Thn, 2 Bln)"

"Dr. Ir. Sylvana Ratina, M.Si.
NIP. 196108131986032003 (58
Thn, 2 Bln)"

"Dr. Ir. Kirsfianti Linda Ginoga,
M.Sc.
NIP. 196401181990032001 (55
Thn, 9 Bln)"

Badan
Penelitian,
Pengembangan
dan Inovasi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Sekretariat
Badan
Penelitian,
Pengembangan
dan Inovasi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Pusat
Penelitian dan
Pengembangan
Hutan

7

1

2

3

Flamboyan I/9 Puri Beta RT 01 RW 012,
Larangan Utara, Kec. Larangan, Kode 08129199192
pos : 15154 Kab. Tangerang Banten

Jl. Duta Indah, No. 11, Bogor Baru RT
001 RW 006, Tegallega, Kec. Kota
08111185544
Bogor Tengah , Kode pos : 16127 Kota
Bogor Jawa Barat

"Dr. Ir. Haruki Agustina, M.Sc.
NIP. 196808271994032001 (51
Thn, 2 Bln)"

Direktorat
Pemulihan
Kontaminasi
dan Tanggap
Darurat
Limbah Bahan
Berbahaya
Beracun

6

Jl.Bambu Mas Selatan V No.6 Pd.Bambu
RT 001 RW 010, Pondok Bambu, Kec.
08151853848
Duren Sawit Kota Jakarta Timur DKI.
Jakarta

"Ir. Achmad Gunawan Widjaksono,
MAS.
NIP. 196506281994031001 (54
Thn, 4 Bln)"

Direktorat
Verifikasi
Pengelolaan
Limbah Bahan
Berbahaya
Beracun, Limbah
Non Bahan
Berbahaya
Berac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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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Kebon Kacang 33 No.5 RT 008 RW
004, Kebon Kacang, Kec. Tanah Abang,
0811900316
Kode pos : 10240 Kota Jakarta Pusat
DKI. Jakarta

Taman Mutiara Persada Blok B4 No.7 RT
002 RW 005, Rojoimo, Kec. Wonosobo 081320331771
Kab. Wonosobo Jawa Tengah

Pusat
Penelitian dan
"Dr. Ir. Syaiful Anwar, M.Sc.
Pengembangan
NIP. 196302161990031001 (56
Sosial, Ekonomi,
Thn, 8 Bln)"
Kebijakan dan
Perubahan Iklim

"Dr. Nur Sumedi, S.Pi., M.P.
NIP. 196907181994031001 (50
Thn, 3 Bln)"

Pensiun

"Ir. Helmi Basalamah, M.M.
NIP. 196111191988021001 (57
Thn, 11 Bln)"

Balai Besar
Penelitian dan
Pengembangan
Bioteknologi
dan Pemuliaan
Tanaman Hutan

Balai Besar
Penelitian dan
Pengembangan
Ekosistem
Hutan
Dipterokarpa

Badan
Penyuluhan dan
Pengembangan
Sumber Daya
Manusia

5

6

7

8

1

Nangka IV, No. 36 RT 013 RW 008,
Jatibening Baru, Kec. Pondok Gede,
081316597543
Kode pos : 17412 Kota Bekasi Jawa
Barat

"Dr. Ir. Sylvana Ratina, M.Si. Pintu Air II No.55 RT 027 RW 08,
NIP. 196108131986032003 Gandul, Kec. Limo Kota Depok Jawa 0811130420
(58 Thn, 2 Bln)"
Barat

Way Kanan No. 11 LK.1 RT 005 RW -,
Pahoman, Kec. Teluk Betung Utara Kota 081272729200
Bandar Lampung Lampung

"Ir. Herman Hermawan, M.M.
NIP. 196007221986031012 (59
Thn, 3 Bln)"

Pusat
Penelitian dan
Pengembangan
Kualitas dan
Laboratorium
Lingkungan

4

Perum Bogor Baru Blok D.8 No.14,
Tegallega, Kec. Cigudeg, Kode pos : 16660 Kab. Bogor Jawa Barat

"Dr.Ir. Dwi Sudharto, M.Si.
NIP. 195911171986031003 (59
Thn, 11 Bln)"

Pusat
Penelitian dan
Pengembangan
Hasil H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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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iwaringin Asri D-3 No.5 RT 007 RW
013, Jatiwaringin Asri, Kec. Pondok 08119101458
Gede Kota Bekasi Jawa Barat

"Ir. Mariana Lubis, M.M.
NIP. 196211121991012001 (56
Thn, 11 Bln)"

"Drs. Ade Palguna Ruteka
NIP. 196509241993031001 (54
Thn, 1 Bln)"

"Novia Widyaningtyas, S.Hut.,
M.Sc.
NIP. 197011301995032001 (48
Thn, 11 Bln)"

"Cicilia Sulastri, S.H.,M.Si.
NIP. 196403311992032001 (55
Thn, 7 Bln)"

Pusat
Penyuluhan

Pusat
Perencanaan
dan
Pengembangan
Sumber Daya
Manusia

Pusat
Pendidikan
dan Pelatihan
Sumber Daya
Manusia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Pusat Pelatihan
Masyarakat dan
Pengembangan
Generasi
Lingkungan

2

3

4

5

6

Pamulang Astate Blok.G 4 No.3
Tangerang RT 05 RW 13, Pamulang
081511000555
Timur, Kec. Pamulang, Kode pos :
15417 Kota Tangerang Selatan Banten

Jl. Wijaya Kusuma X No.54, Taman
Yasmin Sektor 1 RT 004 RW 014,
Cilendek Barat, Kec. Kota Bogor Barat 081398901881
, Kode pos : 16112 Kota Bogor Jawa
Barat

Jati Bening Estate Blok E-1/10, Bekasi
Kota Bekasi Jawa Barat

Perum Pesona Bugisan I No. A-1 RT
011, Ngestiharjo, Kec. Kasihan, Kode 081520964097
pos : 55182 Kab. Bantul DI. Yogyakarta

"Ir. Sudayatna, M.Sc.
NIP. 196006101987031001 (59
Thn, 4 Bln)"

Sekretariat
Badan
Penyuluhan dan
Pengembangan
Sumber Daya
Manu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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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1861681

081258930000

0811884495

08161386920

085710279049

082128080889

0818180949

"Dr. Ir. Murdiyono, M.M.
NIP. 196103311986031002 (58 yo)"
"Ir. Irmansyah Rachman
NIP. 196104151989031005 (58 yo)"
"Ir. Sumarto, M.M.
NIP. 196107081987031002 (58 yo)"
"Dr. Ir. Suhaeri, B.Sc,F., M.Si.
NIP. 196107101988031001 (58 yo)"
"Drs. Muhammad Yunus, M.Si.
NIP. 196101161995031001 (58 yo)"
"Drs. Tri Bangun Laksana
NIP. 196310121994031001 (56 yo)"

"Dr. Ir. Bambang Hendroyono, M.M.
NIP. 196409301989031001 (55 yo)"

Secretariate of the
Inspectorate General

Inspector Regional I

Inspector Regional II

Inspector Regional III

Inspector Regional IV

Inspector of
Investigation

Secretary General

3

4

5

6

7

1

No. Telp

2

"Ir. Laksmi Wijayanti, M.CP.NIP.
196902051995032001"

Acting Officer (Plt)

Retired

Name/ Employee ID Number (NIP)/Age

Inspector General

Position

1

NO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List of Structural Official (Echelon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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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Maman Kusnandar, M.M.
NIP. 196202091985031001 (57 yo)"
"Nunu Anugrah, S.Hut., M.Sc.
NIP. 197301301998031004 (46 yo)"
"Dr. Drs. Ir. Teguh Rahardja, M.Sc.
NIP. 196311211991031001 (55 yo)"
"Ir. Noer Adi Wardojo, M.Sc.
NIP. 196711221993031001 (51 yo)"
"Ir. Agus Isnantio Rahmadi, M.Sc.
NIP. 196105131989031001 (58 yo)"
"Ir. Gatot Soebiantoro, M.Sc.
NIP. 196205271989031001 (57 yo)"

Finance Bureau

Public Relation
Bureau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Forestry
Standardization

Center for Financing
the Development of
Forestry

Center for
Environment and
Forstry Engineering

6

7

8

9

10

11

Retired

Law Bureau

5

08129247038

08128235509

087875453678

081318397651

081281331247

082111575755

"Drs. Maman Kusnandar, M.M.NIP.
082111575755
196202091985031001"

-

"Ir. Samidi, M.Sc.
NIP. 196207211987031001 (57 yo)"

Public Affair Bureau

4

081392033123

"Dr. Ir. Ayu Dewi Utari, M.Si.
NIP. 196905221993032002 (50 yo)"

Planning Bureau

3

08156405185

"Ir. Abdul Hakim, M.For.St.
NIP. 196205081987031001 (57 yo)"

Civil Service and
Organization Burea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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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341058

081364275497

081342112772

08129231221

082192771144

081293646367

08124311588

"Ir. Herry Subagiadi, M.Sc.
NIP. 196111151987031001 (57 Thn, 11
Bln)"
"Drs. Amral Fery, M.Si.
NIP. 196202061989031001 (57 yo)"

Center for Policy
Analysis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Sumatra
Ecoregion

Center for
"Ir. Edy Subagyo, M.P.
Development Control
NIP. 196006261987031001 (59 yo)"
of Java Ecoregion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Drs. Rijaluzzaman
of Bali and Nusa
NIP. 196012281992031001 (58 yo)"
Tenggara Ecoregion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Kalimantan
Ecoregion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Ir. Darhamsyah, M.Si.
of Sulawesi and
NIP. 196401121985021001 (55 yo)"
Maluku Ecoregion

Center for
"Dr. Drh. Abdul Muin, M.Si.
Development Control
NIP. 196707011994031002 (52 yo)"
of Papua Ecoregion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Center and
Local Government
Coordination

13

14

15

16

17

18

19

20

"Prof.Dr.Ir. Winarni D Monoarfa, M.S.
NIP. 196211211985032001 (56 yo)"

081328364479

"Dr. Ir. Mahfudz, M.P.
NIP. 196708291992031004 (52 yo)"

Center for Data and
Informat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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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or Advisor to the
"Ir. Laksmi Wijayanti, M.CP.
Minister for Natural
NIP. 196902051995032001 (50 yo)"
Resource Economy

Senior Advisor to the
Retired
Minister for Food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Ir. Tandya Tjahjana, M.Si.
of Natural Resources NIP. 196204121992031002 (57 Thn, 6
Conservation and
Bln)"
Ecosystem

Retired

"Ir. Dyah Murtiningsih, M.Hum.
NIP. 196908021998032001 (50 yo)"
"Drh. Indra Exploitasia, M.Si.
NIP. 196606181992032002 (53 yo)"

DG of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system

Directorate of
Planning and
Information for
Nature Conservation
and Ecosystem

Directoate of
Conservation Area

Directoat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22

23

24

1

2

3

4

5

"Ir. Wiratno, M.Sc.
NIP. 196203281989031003 (57 yo)"

081319606933

Senior Advisor to the "Ir. Hudoyo, M.M.
Minister for Energy
NIP. 196101111987031003 (58 yo)"

21

08111702551

0816900400

" I r . Ta n d y a T j a h j a n a , M . S i . N I P .
08115828333
196204121992031002"

08115828333

082145705338

"Dr. Ir. Apik Karyana, M.Sc.NIP.
082122570187
196307201990031001 (Eselon II)"

-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Industry "Ir. Laksmi Dhewanthi, M.A.
and International
NIP. 196503231992032001 (54 yo)"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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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56080234

08129408242

081284802051

081262174715

Natural Resources
"Suharyono, S.H., M.Si., M.Hum.
Conservation Agency
NIP. 196704011994031003 (52 yo)"
of Riau

Natural Resources
"Ir. Ammy Nurwati, M.M.
Conservation Agency
NIP. 196908211994032001 (50 yo)"
of West Jav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East Jav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East Nusa
Tenggara

Natural Resources
"Ir. Thomas Tandi Bua A. N., M.Sc.
Conservation Agency
NIP. 196806251993031001 (51 yo)"
of South Sulawesi

Natural Resources
"Edward Sembiring, S.Hut., M.Si.
Conservation Agency
NIP. 197305301999031001 (46 yo)"
of Papu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West Papua

8

9

10

11

12

13

14

15

"Ir. Timbul Batubara, M.Si.
NIP. 196106201989011001 (58 yo)"

08116152352

Natural Resources
"Dr.Ir. Hotmauli Sianturi, M.Sc.For.
Conservation Agency
NIP. 196211051989032003 (56 yo)"
of North Sumatera

7

0811617617

082148971425

"Ir. Asep Sugiharta, M.Sc.
NIP. 196402291990031001 (55 Thn, 8
Bln)"

Directorate of
Management of
Essential Ecosystem
Management

6
081388808922

"Dr. Nandang Prihadi, S.Hut., M.Sc.
NIP. 196912041995031001 (49 yo)"

Directorate of
Environmental
Service of
Conserv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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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Jefry Susyafrianto, M.M.
NIP. 196804041996031004 (51 yo)"
"Drs. Tamen Sitorus, M.Sc.
NIP. 196012091986011001 (58 yo)"
Retired
"Wahju Rudianto, S.Pi., M.Si
NIP. 196910161994031001 (50 yo)"
"Ir. John Kenedie, M.M.
NIP. 196010201990031001 (59 yo)"
"Ir. Jusman
NIP. 196412311993031010 (54 yo)"
"Ir. Ben Gurion Saroy, M.Si.
NIP. 196011271992031001 (58 yo)"
"Ir. Arief Mahmud, M.Si.
NIP. 196711301994031004 (51 yo)"
Retired

"Ir. Yuliarto Joko Putranto, M.AP.
NIP. 196007011986031003 (59 yo)"

Gunung Leuser
National Park Office

Kerinci Seblat
National Park Office

Bukit Barisan
Selatan National
Park Office

Gunung Gede
Pangrango National
Park Office

Bromo Tengger
Semeru National
Park Office

Lore Lindu National
Park Office

Teluk Cendrawasih
National Park Office

Betung Kerihun dan
Danau Sentarum
National Park Office

DG of Watershed
Controlling and
Protected Forest

Secretary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Watershed
Controlling and
Protected Forest

16

17

18

19

20

21

22

23

1

2

081220827480

" I r . H u d o y o , M . M . N I P .
081319606933
196101111987031003"

081318044675

0811484283

081281000758

081233447119

085342221779

"Ir. John Kenedie, M.M.NIP.
081233447119
196010201990031001"

081284414223

0812819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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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4810830

082122570187

"Ir. Mintarjo, M.M.A.
NIP. 196403071990031003 (55 yo)"
Retired

Retired

"Ir. Erna Rosdiana, M.Si.
NIP. 196203311987032001 (57 yo)"
"Ir. Muhammad Said, M.M.
NIP. 196303181989011002 (56 yo)"

Directorate of
Protection Forest
Management Unit

Directorate of
Controlling of Inland
Water Degradation

DG of Social Forestry
"Dr. Ir. Bambang Supriyanto, M.Sc.
and Environmental
NIP. 196310041990041001 (56 yo)"
Partnership
"Dr. Ir. Apik Karyana, M.Sc.
NIP. 196307201990031001 (56 yo)"

Diectorate of
Forest Tree Seed
Development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Directorate of
Preparation Areal for
Social Forestry

Directorate of Land
Tenure Conflict and
Customary Forest

4

5

6

7

1

2

3

4

08121109277

08121051514

"Dr. M. Saparis Soedarjanto, S.Si., M.T.NIP.
196805121994031005"

"Ir. Mintarjo, M.M.A.NIP.
196403071990031003"

-

"Ir. Yuliarto Joko Putranto, M.AP.NIP.
081220827480
196007011986031003"

Retired

Directorate of
Water and Soil
Conservation

3
-

"Dr. M. Saparis Soedarjanto, S.Si., M.T.
NIP. 196805121994031005 (51 yo)"

Directora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of
Watershed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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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Bagus Herudojo Tjiptono, M.P.
NIP. 196105261989031001 (58 yo)"

"Dra. Jo Kumala Dewi, M.Sc.
NIP. 196509201992032001 (54 yo)"
"Prof. Dr. Ir. Sigit Hardwinarto, M.Agr.
NIP. 196102021986031003 (58 yo)"

"Ir. Kustanta Budi Prihatno, M.Eng.
NIP. 196004111987031001 (59 yo)"

"Ir. Roosi Tjandrakirana, M.SE.
NIP. 196504161991032001 (54 yo)"

"Dr. Ir. R.A. Belinda Arunarwati Margono,
M.Sc.
NIP. 196811011993032003 (50 yo)"
"Herban Heryandana, S.Hut., M.Sc.
NIP. 197305231998031002 (46 yo)"

"Erik Teguh Primiantoro, S.Hut.,MES.
NIP. 196901141996031001 (50 yo)"

Directorate
of Business
Development for
Social Forestry and
Customary Forest

Directorate of
Environmental
Partnership

DG of Forestry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Forestry Planning
and Environment
Management

Directorate of
Planning for
Designa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Menegement Unit

Directorate of
Inventory and
Monitoring Forest
Resources

Directorate of
Inauguration and
Stewardship of
Forest Area

Directorate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Impact on Regional
and Policies Sector

5

6

1

2

3

4

5

6

-

081584236236

-

08129519833

-

-

08161360998

0822130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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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408740

081316617145

"Ir. Sigit Reliantoro, M.Sc.
NIP. 196811111995031001 (50 yo)"

"Ir. Sri Parwati Murwani Budisusanti, M.Sc.
NIP. 196303181993032001 (56 yo)"

"Drs. Dasrul, M.M., M.E., M.H.
NIP. 196705051992031001 (52 yo)"
Retired

"Dr. Ir. Ruandha Agung Sugardiman, M.Sc.
NIP. 196203011988021001 (57 yo)"

Directorate of
Controlling of
Peatland Area

Directorate of  
Controlling of
"Ir. Dida Migfar Ridha, M.Si.
Pollution and coastal
NIP. 196805101994031001 (51 yo)"
Environmental
Damage
"Luckmi Purwandari, ST.,M.Si.
NIP. 196711151996032006 (51 yo)"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Directorate of Water
Pollution Controlling

Directorate of Air
Pollution Controlling

Directorate of
Restoration of Open
Access Land

DG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1

2

3

4

5

6

7

1

-

"Ir. Sigit Reliantoro, M.Sc.NIP.
08128706610
196811111995031001"

08128115720

08176642551

08128706610

-

"Drs. M.R. Karliansyah, M.S.
NIP. 196103281992031001 (58 yo)"

DG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7
08161181801

"Ir. Ary Sudijanto, MSE.
NIP. 196810111994031001 (51 yo)"

Directorate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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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ia Widyaningtyas, S.Hut., M.Sc.
NIP. 197011301995032001 (48 yo)"
"Dra. Sri Tantri Arundhati, M.Sc.
NIP. 196303041992032003 (56 yo)"
"Ir. Emma Rachmawaty, M.Sc.
NIP. 196302171992032001 (56 yo)"

"Dr. Ir. Syaiful Anwar, M.Sc.
NIP. 196302161990031001 (56 yo)"

"Dr. Drs. Ignatius Wahyu Marjaka, M.Eng.
NIP. 196603151993031001 (53 yo)"

"Ir. R. Basar Manullang, M.M.
NIP. 196211211990031001 (56 yo)"
"Dr. Drs. Rasio Ridho Sani, M.Com., MPM.
NIP. 196607111992031018 (53 yo)"

"Dr. Drs. Sugeng Prayitno, M.Si.
NIP. 196307051983031001 (56 yo)"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Directorat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Directorate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Dierctorate
of Inventory,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Green
House

Directorate
of Sector and
Regional Resource
Mobilization

Directorate of Forest
Fire Controlling

DG of Law
Enforcement
on Forestry and
Environment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Law Enforcement
on Forestry and
Environment

2

3

4

5

6

7

1

2

0819701248

-

0818666820

-

0811900316

081585302888

0811106682

0813989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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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9973006

"Ir. Sustyo Iriyono, M.Si.
NIP. 196206211990021001 (57 yo)"
"Yazid Nurhuda, S.H.,M.A.
NIP. 196812091993031001 (50 yo)"

Retired

"Ir. Misran, M.M.
NIP. 196212121993031001 (56 yo)"

"Ir. Drasospolino, M.Sc.
NIP. 196409071991021002 (55 yo)"
"Ir. Istanto, M.Sc.
NIP. 196211191990031001 (56 yo)"

Directorate of Forest
Prevention and
Security

Directorate of Law
Enforcement

DG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Directorate of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Unit

Directorate of
Production Forest
Business

4

5

6

1

2

3

4

-

0811522071

081362356777

"Dr. Ir. Bambang Hendroyono, M.M.NIP.
0818180949
196409301989031001"

082113880397

081387194646

Directorate of
"Jasmin Ragil Utomo, S.H.,M.M.
enviromental Conflict
NIP. 196406031992031001 (55 yo)"
Resolution

3
Mutation

Directorate
of Complain,
Controlling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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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Djohan Utama Perbatasari, M.M.
NIP. 196012301988011001 (58 yo)"

"Dr. Ir. Rufi''ie, M.Sc.
NIP. 196012071987031005 (58 yo)"
"Ir. M. Awriya Ibrahim, M.Sc.
NIP. 196001061987031001 (59 yo)"
"Rosa Vivien Ratnawati, S.H., MSD.
NIP. 197005011996032005 (49 yo)"

"Drs. Sayid Muhadhar, M.Si.
NIP. 196710081998031001 (52 yo)"

"Dr. Novrizal, S.T., M.Si.
NIP. 197011131996031001 (48 yo)"
"Ir. Yun Insiani, M.Sc.
NIP. 196103081986012001 (58 yo)"

"Ir. Sinta Saptarina Soemiarno, M.Sc.
NIP. 196609241995032001 (53 yo)"

Director of Business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NonTiimber Forest
Products on
Production Forest
area

Directorate of Forest
Product Processing
and Marketing

Directorate of Levy
and Forest Product
Distribution

DG of Management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Management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Directorate of Waste
Management

Directorate of
Toxic Materials
Management

Directorate of
Performance
Assessment on
Management of
Toxic and Non-Toxic
Materials

5

6

7

1

2

3

4

5

08164835009

082299703605

0818432387

-

-

0811120555

-

0816146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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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Achmad Gunawan Widjaksono, MAS.
NIP. 196506281994031001 (54 yo)"

"Dr. Ir. Haruki Agustina, M.Sc.
NIP. 196808271994032001 (51 yo)"

"Dr. Ir. Agus Justianto, M.Sc.
NIP. 196308071988031001 (56 yo)"
"Dr. Ir. Sylvana Ratina, M.Si.
NIP. 196108131986032003 (58 yo)"
"Dr. Ir. Kirsfianti Linda Ginoga, M.Sc.
NIP. 196401181990032001 (55 yo)"
"Dr.Ir. Dwi Sudharto, M.Si.
NIP. 195911171986031003 (59 yo)"

"Ir. Herman Hermawan, M.M.
NIP. 196007221986031012 (59 yo)"

"Ir. Djati Witjaksono Hadi, M.Si.
NIP. 196104241986031003 (58 yo)"

Directorate of
Verification of
Toxic and NonToxic Materials
Management

Directorate
of Recovery
Contamination
and Emergency
Response to Toxic
Materials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gency

Secretary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gency

Center for Fors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Forest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Qual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nviromental
Laboratory

Center for
Development of
Sosial, Economic,
Policy and Climate
Change

6

7

1

2

3

4

5

6

-

081272729200

-

08129921731

0811130420

08129199192

08111185544

081518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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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d

"Ir. Helmi Basalamah, M.M.
NIP. 196111191988021001 (57 yo)"

"Ir. Sudayatna, M.Sc.
NIP. 196006101987031001 (59 yo)"

"Ir. Mariana Lubis, M.M.
NIP. 196211121991012001 (56 yo)"
"Drs. Ade Palguna Ruteka
NIP. 196509241993031001 (54 yo)"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ipterocarp Forest
Ecosystem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Secretary of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Center for Forestry
Extension

Center for Human
Resources Planning
and Development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for Environment and
Forestry

Center for
Community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Generations

7

8

1

2

3

4

5

6

"Cicilia Sulastri, S.H.,M.Si.
NIP. 196403311992032001 (55 yo)"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r. Nur Sumedi, S.Pi., M.P.
Biotechnology and
NIP. 196907181994031001 (50 yo)"
Forest Plan Breeding

081511000555

-

08119101458

081520964097

081316597543

" D r . I r . S y lva n a Ra t i n a , M . S i . N I P .
0811130420
196108131986032003 "

08132033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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