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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협력은 1969년 인니동화(現 KORINDO)의 동부칼리만탄의 원목 개발사업 등으로 이어지며,
1973년 양국 수교 이후 1979년 한-인니 산림협력위원회, 1987년 한-인니 임업협정으로 발전
했습니다. 해외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 경험을 공유하고
자 하는 노력은 2011년 한-인니 산림센터의 개소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의 산림협력은 조림투자, 연구협력,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전문 산림인력 양성, 역량강화, 생태관
광, 합법목재교역촉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한-인니
산림센터는 양국의 산림협력 최일선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지는 임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인니 임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임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보다 잘 담아내기 위하여 본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제7호는 열 분의
발간위원을 위촉하여 발간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 소중한 글을 받았으며, 또한 역대 최초로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글도 싣게 되었습니다.
본 호가 발간되기까지 소중한 조언을 주신 열 분의 발간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늘 지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종호 산림청장님, 고기연 국제협력국장님, 함태식 해외
자원과장님과 실무자로서 한-인니 산림센터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이상협 사무관님, 장미순
주무관님, 김재용 전문관님, 그리고 한-인니 산림센터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인니대
한민국대사관의 박태성 대사님과 이준산 임무관님,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김영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 임업진흥원의 홍정표 법인장님, 산림조합중앙회 남궁선 법인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지의 발간까지 음으로 양으로 애써주신 수겅(Sugeng) 자문관님과 다누
(Danu) 공동센터장님, 원고 수집과 편집에 힘써준 이영주 행정실장과 김형균 전문가를 비롯하여
모든 센터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동향지가 인도네시아 임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보다
나은 임업동향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한-인니 산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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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뉴스로 본 2020년 인도네시아
데일리인도네시아

이슬람 원리주의 다시 고개 드나?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으면서 가장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정평이 나 있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등 이슬람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이슬람계 정당인 마슈미당(Partai Masyumi)과 우맛당(Partai Ummat, 이슬람공동체당)이 창당했거나
창당을 앞두고 출범을 선언했다.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마슈미당은 1945년 설립된 인도네시아무슬림평의회(Majelis Syuro Muslimin
Indonesia)효시다. 마슈미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설립 후인 1955년 치룬 인도네시아 초대 총선에서
이슬람 학자들의 연합인 나들라뚤울라마(NU)와 함께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확고한 위치를
잡았다. 이슬람 목소리를 통합하는 기반으로 간주됐던 마슈미당은 후일 반군과 제휴한 혐의로 수카
르노 초대 대통령에 의해 해산됐다. 이번에 마슈미당의 출범 선언은 60년 만에 마슈미당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슬람계 정당인 국민수권당(PAN)의 설립자이자 원로 정치인인 아민
라이스가 PAN을 탈퇴해서 새로운 이슬람 정당인 우맛당을 창당하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아민 라이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비교적 강성 이슬람 성향을 보이고 있다.
강경 보수 무슬림 국회(DPR) 의원들이 최근 국가 전체의 음주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PKS)과 통일개발당(PPP) 소속 국회의원 21명과 민족주의 성향의
그린드라당 소속 의원 1명이 알코올음료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법사위에서 주장했다. 법안은 인도
네시아에서 모든 형태의 주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고, 술을 생산·유통·보관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10년,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징역 3개월∼2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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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정치·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은 강경파 이슬람단체 이슬람수호전선(FPI)
지도자의 귀환 즉 ‘리직 시합 신드롬’이다. 지난 11월 10일 리직 시합이 3년여 만에 귀국하자 흰옷을
입은 수천 명의 지지자가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운집하면서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다.
리직 시합은 2016년 하반기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유력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재선을 노리던 중국계 기독교도인 아혹을
20만여명이 소집하는 대규모 시위를 선동해 낙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리직 시합
이다. 하지만 리직 시합은 2017년 외간 여성과 음란 사진·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부상
하자 경찰은 리직을 반(反) 포르노법 위반 혐의와 건국이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리직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이유로 출국 후 이날 귀국했다.

그림 1-1.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중인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Kompas.com)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아혹을 물리치고 당선된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 도착해 자가격리도 마치지 않은 리직 시합을 방문해 구설수에 올랐다. 물론
아니스 주지사의 방문은 단순한 예방 차원으로 인사를 나누었을 뿐 정치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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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직 시합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 인파에 대해, 정치연구자들은 이슬람 성직자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포퓰리즘이 강화되는 신호로 볼 수는 없다는
평가다.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사 겸 아시아학 전문가인 베디 하디즈 교수는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
포퓰리즘이 정치의 최전선으로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 이집트
및 인도네시아를 비교하며 이슬람 포퓰리즘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지난 11월 24일 아이르랑가
대학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지론을 펼쳤다.
베디 교수는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공동체(Ummat Islam)를 이끌 단일주체가 없다는 반면 터키는
정의개발당(AKP)이라는 이슬람정당을 기반으로 이슬람 포퓰리즘이 국가를 지배하고, 이집트에서는
이슬람형제단(IM)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를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정의개발당
같은 정당도 이슬람형제단 같은 시민단체도 없는 점이 이슬람 포퓰리즘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없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세력은 독재자나
민주적 지도자를 만나면 분열하고 비효율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림 1-2. 인도네시아 정당들 (출처: 위키피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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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디 교수에 따르면 이슬람 포퓰리즘은 현대화와 신자유주의의 '깨진 약속'의 산물이라며,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정의를 세우지 못할 때 소외된 하층계급들이 상상 속에 하
나로 연결된 공동체 즉 '우맛'(Ummat)을 형성해 대응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계 인도네시
아인이나 정치엘리트집단이 자본을 지배해서 이슬람 중산층이 형성되지 못하는 점이 이슬람 포퓰
리즘이 강화되지 않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이다.
대규모 이슬람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훈련된 저소득층 지지자가 있어야 하고, 이들은 사회적 자선
단체를 통해 육성되며, 이런 단체는 이슬람 중산층이 내는 후원금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인도네
시아는 이슬람단체의 자금원이라 할 수 있는 이슬람 중산층이 없다.
호주 머독대학교의 정치경제학자인 리처드 로빈슨은 "전쟁, 농촌 붕괴, 도시화, 제조업 쇠퇴, 세계화,
이주 같은 사회적 위기에서 포퓰리즘이 생겨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예로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대륙의 무슬림과는
매우 다르다. 대륙의 이슬람은 육지를 통해 대부분이 정복 전쟁으로 전파되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무역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교되고 정착했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들어온 만큼 온건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크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계의 반서구화와 반세속화에 대한
저항은 더욱 강해지겠지만,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슬림
들이 급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4 대선 유력후보, 쁘라보워… 부상하는 에릭 토히르
2024년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69) 국방장관과 에릭 토히르(50)
국영기업부 장관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올랐다. 여론조사기관 폴스터포풀리센터(Pollster Populi
Center)가 실시한 '2024년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쁘라보워 국방장관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점쳐졌다.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00개의 군과 시에서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그린드라당(Partai
Gerindra)의 총재인 쁘라보워 장관이 18.3%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투쟁민주당(PDIP)
소속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9.9%)이어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9.5%),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5.8%) 순이었다. 2019년 대선에서 쁘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산디아
가 우노는 4.8%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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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유명한 이슬람 지도자인 압둘소맛(6.2%)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도 거론됐으나, 대선
후보로 뛸 수 있을 만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최근 조코위 대통령 2기 정부의 각료들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쁘라보워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조사기관 인도바로미터(Indo Barometer)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각료들의 실적을
묻는 조사에서 쁘라보워는 29.3%의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이 높은 각료 5명에 포함됐다.

그림 1-3.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출처: 쁘라보워 장관 페이스북)

아울러 폴스터포풀리센터가 실시한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총선에서 원내 진출 조건인
전국 지지율 4% 이상을 획득한 정당 가운데 투쟁민주당이 18.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어골까르당(8.2%), 그린드라당(7.8%), 번영정의당(PKS 6.8%), 민주당(6.2%), 국민각성당(6.2%) 등
6개 정당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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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바로미터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쁘라보워 장관이 강력한 리더십과 의사결정과 정책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밀어 부치는 추진력을 가졌다고 답했다. 앞서 인도바로미터가 지난 1월 9일부터 15일
까지 기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권에 두번이나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쁘라보워 장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도바로미터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2024년 대선에서 쁘라보워 장관과 아니스
주지사가 각각 투쟁민주당과 나스담(NasDam)당이 이끄는 두 개의 정당연합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어 경쟁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에릭 토히르, 코로나19 속 대통령 후보로 부상
앞서 영자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는 지난 8월 4일 새로이 부상하는 차기 대선 후보로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을 꼽았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인 마하까 미디어(Mahaka Media)의
설립자인 에릭은 거의 정당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정치인들보다 독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에릭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당들과 종속관계가 적어 자신의 결정을 좀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하지 않고도 조코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사업가로 널리 알려졌을 뿐 정치 경험이 없는 에릭의 급부상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조코위 대통령은 에릭을 사업가로 신뢰하고, 그에게 국영기업부 장관 등
중책을 맡겼다.
역시 사업가 출신인 조코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령(No. 82/2020)을 통해 에릭을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과학원(LIPI) 정치연구소의 피르만 누르
소장은 에릭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릭은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INASGOC) 의장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해, 2018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 에릭은 조코위-마룹 아민 대선 캠프를 이끌었고, 조코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뒤에는
국영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피르만은 에릭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을 쌓음에
따라 조코위 정부의 연정에 참여한 정치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속 정치비평가 아리야 페르난데스는 에릭의
임명을 잠재적 후계자를 키우려는 조코위의 노력으로 해석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로 에릭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그는 에릭에게 정책입안자와 지역지도자 및 정당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임무를 맡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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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정부에서 에릭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인기는 아직 저조하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인디가또르뽈리 (Indikator Politik Indonesia)이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릭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가 1% 밖에 안 됐다. 이 조사에서 간자르 쁘라노워 중
부자바 주지사가 지지율 16.2%로 1위,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15%로 2위,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13.5%로 3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차르따뽈리띠까(Charta Politika)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
하는 공직자 순위는 쁘라보워가 12.8%로 1위,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이 11.5%로 2위,
에릭이 5.8%로 3위를 기록했다. 이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는 쁘라보워
17.5%, 간자르 15.9%, 아니스 15% 등이었던 반면, 에릭은 2.1%에 그쳤다.

조코위 2기 정부 출범 1년 국정 지지율 45%로 하락
취임 1년을 맞은 제2기 조코 위도도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45.2%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일간지 꼼빠스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응답자 529명을 대상으로 조코위 대통령의
직무에 만족하는지, 불만족스러운지 물은 결과 45.2%가 '만족한다', 52.5%가 '불만족스럽다'고 평가
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만족’ 5.5%, ‘만족’ 39.7%이라고 평가했고 ‘매우 불만족’ 6.2%, ‘불만족’ 46.3%
라고 다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코위 2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써 향후 공약 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10월
20일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림 1-4.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0년 5월 24일
보고르 대통령궁 앞뜰에서 이슬람력
1441년 이둘피트리 기도를 드리고 있다.
대통령궁에서 이슬람 사제와 대통령궁 관
계자와 널찍이 띄어 앉은 채 드리는 예배
는 뉴노멀(new normal)의 한 풍경이다.
자카르타 이스티끌랄대사원에서 수십만
명이 개인 카펫을 다닥다닥 붙여서 동시
에 기도하고 기도문을 소리 내 읽는 풍경
은 더는 노멀(nomal)하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 조코위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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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동부깔리만딴주 발릭빠빤 인근에 신수도 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두 번째 임기
비전으로 약속했으나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특히, 투자확대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을 제출, 의회가 11월 5일 통과시킨 뒤 노동자·학생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잇달아 열고 있다.
앞서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기관 사이플무자니 리서치 컨설팅(SMRC)은 지난 8월 조사
결과를 인용, 조코위 대통령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7%였다며,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이 코로나19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직무를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2%였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코로나19로 상황이 변했다면서 2기 조코위 정부의 국정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시로주딘아바스 SMRC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2기 조코위
정부의 국정 수행이 1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코위 2기 정부 출범 1년… 개각설급부상
● 부패척결위, 해수부 장관 체포
● 국방부, 보건부, 해수부 등 장관 교체 대상으로 언급
조코 위도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개각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방부, 보건부 및
해양수산부 등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이자 야당
총재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10월20일)이 지나자
여론조사기관들이 장관들에 대해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장관들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이런 식이면 개각과 기관 해체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건부 장관, 관광경제창조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여러 명의 이름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뜨라완 아구스 뿌트란또 보건부 장관의
경우 현지 방송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반년 동안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끝내 출연하지 않자 아나
운서가 빈 의자를 놓고 "왜 대중에 설명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해당 방송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보건부 장관은 '무능·불통'의 인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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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대상과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보다 쁘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시선이 쏠렸다. 쁘라보워 장관은 지난 두 차례 대권에 도전, 조코위와 맞붙었다가 패배한 야당 총재다.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쁘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올해 코로나 사태와 옴니버스법(일명 일자리창출법) 시위 상황에 쁘라보워를
내각으로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혼란이 훨씬 컸을 것으로 평가됐다.
쁘라보워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기관(Populi Center)이 실시한 2024년 대선후보 인기도 조사에서
18.3%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현지 매체들은 조코위가 쁘라보워의 인기가 높아서 내각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농업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다.
부패척결위원회(KPK)는 11월 25일 야당 사무총장 출신 에디 쁘라보워 해양수산부 장관을 체포했다.
KPK 관계자는 “에디 장관을 포함해 여러 명이 반부패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며 “사기업에
랍스터 치어 수출 허가를 내주는 과정의 부패행위에 연루됐고, 여러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해수부는 2016년부터 랍스터 치어 수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에디 장관은 "동남아 국가의
랍스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에 수출을 재개하겠다"며 올해부터 수출 금지령을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는 랍스터 생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올해 7월 한 매체는 랍스터
치어 수출 허가 과정의 부정·부패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에디 장관은 잘못을 부인했다.
에디 장관이 체포됨에 따라 이번 수사가 정치권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렸으며 개각설이
다시 부상했다. 에디 장관은 작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맞수로 싸웠던 그린드라당 쁘라보워 총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그린드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에디를 해수부 장관에 앉혔다.

쁘라보워 국방장관 취임 후… 한-인니 방산협력 답보
두터운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방위산업 부문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
장관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정부 내각에 합류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한국에 차세대전투기
(KF-X/IF-X) 공동개발 사업에 개발 분담금 6천억원을 연체 중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잠수함 3척 계약도 없던 일로 하려는 정황이 일부 감지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쁘라보워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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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를 건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쁘라보워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미국과 유럽을 순방, 무기
구매 등을 논의했다. 쁘라보워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튿날인 16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 협력과 관련해 협의했다. 쁘라보워 장관은 오스트
리아 빈으로 이동,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양국 간 국방
협력의 기회를 늘리자고 합의했다. 쁘라보워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타이푼) 전투기
구매 의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쁘라보워
장관은 이어 프랑스를 방문, 역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라팔 전투기와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구매 방안 등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조코위 대통령과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맞붙었던 쁘라보워 장관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1997∼1998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와 동티모르 독립운동 과정에 인권유린을 저지른 혐의로 미국
입국이 금지됐었다. 미국은 22년 만에 쁘라보워 장관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초청했으며, 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
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 3억원이 밀렸다. 다음 달이 되면 연체금은 6개월 치 1천 40억원이 더 늘어난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요구로 양측이 2018년 10월부터 재협상을 벌였으나 쁘라보워
장관이 취임한 뒤로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중단했었다.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국영 PAL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띠 수와르다니는 국회(DPR) 11분
과위에 출석해 "4∼6번 함 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
선해양과 1천400t급 잠수함 3척(1조3천억원)을 계약했다.
1번 함과 2번 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인도했고, 3번 함은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야의 PAL조선소로 가져와 조립한 뒤 작년 4월 진수했다. 인도네시아는 3번 함을 진수하면서
2차 사업으로 1천400t급 잠수함 3척(1조 1천 60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PAL조선소와 3척을 공동 건조해 2026년까지 인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
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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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보워 장관은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잠항 능력이 90일이 안 되고 기복이 있다”며 실망감을
비추고,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지난 9월 현지 국방부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잠수함 기술
이전이 가격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 신호를 보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회(DPR)에서 에띠 국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취소에 관해 "우리도 그런
얘길 들었지만, 취소 문서를 받은 것은 없다"며 "우리 격납고는 여전히 다음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차 잠수함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한국이 먼저 계약 해지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 박태성 한국대사·성김 미국대사 신임장 받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0년 10월 21일 박태성(57) 한국 대사와 성김(60) 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장제정식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새로운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의식이다.
박태성 대사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7월 말 자카르타에 부임했다. 박 대사는 취임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적도의
진주와 같은 나라’라며 “인프라 확충, 인적 자원개발, 행정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협력과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김 미국 대사가 인도네시아에 부임함에 따라 그의 역할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서울 태생의
김 대사는 1970년대 중반 부친을 따라 미국에 이민, 미 국무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
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데 이어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북핵통이다. 성김 대사는 2016년
11월부터 필리핀 대사를 맡았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전날까지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하는 등 북미대화의 진척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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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와 순서 바꿔 2022년 G20 의장국 맡아
● 조코위, G20회의서 "개도국·저개발국, G20의 도움 필요"
인도네시아가 인도와 순서를 맞바꿔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에
아세안 (ASEAN)의장국과 G20 의장국을 모두 맡기로 돼 있었으나 인도와 논의해 G20 의장국을
2022년에 맡기로 바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G20 의장국은 내년 이탈리아,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등 순으로 맡는다. 아세안 의장국은 내년에는 브루나이, 2022년 캄보디아, 2023년 인도
네시아가 각각 맡는다. 최근 국제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예년과 다르게 화상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11월 12∼15일에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가 열렸고, 2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21∼22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들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보건·경제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코로나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의 도움이 없다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은 팬데믹과 경제 침체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계가 건강할 수 없다"며 백신 보급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독립투쟁 희생자 자녀에 배상금
● 340년 인니 지배한 네덜란드, 국왕 사과·배상·유물반환
네덜란드 정부가 과거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 진압 과정에서 즉결처형한 모든 피해자 자녀에게
5천 유로(67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는 올해 3월 국왕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과거 폭력행위에 공식으로 사과했고, 강탈했던 유물·소장품 1천500여점도 반환했다.
지난 10월 20일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194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와 독립전쟁 과정에
자신들이 즉결처형한 모든 피해자 자녀에게 일시금으로 5천 유로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아버지가 즉결처형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녀들은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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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1942년 점령했다가 1945년 물러가자,
재점령하려는 네덜란드와 4년간 독립투쟁을 벌였다. 당시 네덜란드군은 독립운동을 저지하고 지도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 가령, 1947년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라와거데 마을
주민 430여명(네덜란드 주장 150명)을 학살했다. 2011년 네덜란드 정부는 라와거데 학살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피해자 1인당 2만 유로(2천700만원)씩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013년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군이 1946∼1947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주민 4만여명
(네덜란드 주장 5천명)을 즉결처형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네덜란드 법원이 올해 3월 술라웨
시섬 피해자 11명의 유족에게 배상을 명령하자 이를 계기로 소송을 제기한 유족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 자녀에게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의회에 "3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모든 즉결처형 피해자 자녀가 5천 유로씩 배상금을 청구하도록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은 올해 3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과거 네덜란드인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알렉산더르 왕은 "이전에 발표한 대로 당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
부터 과도한 폭력을 당한 데 유감과 사과를 표하고 싶다"며 "과거의 역사는 지울 수 없고, 다음 세대
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네덜란드 델프트시의 프린센호프박물관은
식민시절 네덜란드인들이 가져온 인도네시아 유물·소장품 1천 500여점을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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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뉴스로 본 2020년 인도네시아
데일리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1월 2일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 1,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한 ‘옴니버스법안(일명 고용창출법안, Rancangan
Undang-Undang Cipta Kerja)’ 공포안에 서명했다. 앞서 국회(DPR)가 '일자리 창출법'이라 이름 붙인
옴니버스법을 통과시킨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옴니버스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법 등 79개 법률의 1,244개
조항을 일괄 수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사업 및 투자 허가 절차 단순화 △노
동법 개혁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률인 옴니버스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
했다.
옴니버스법 가운데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2003년에 발효된 근로기준법(UU
No.13/2003)을 개정한 법률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 기존 법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가능한 범위를 한정했으나, 옴니버스법은
기간제 고용 범위를 확대했다. 초과근무 시간과 관련, 기존 법은 최장 1일 3시간, 1주 14시간까지 허용
했으나, 옴니버스법은 최장 1일 4시간, 1주 최대 18시간까지 허용한다.
최저임금은 기존에 주지사가 주 또는 시·군별 임금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했으나, 옴니버스법은
주지사가 주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의무와 시·군에 대해서는 특정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최저임금 계산은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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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인수·합병, 회사의 손실로 인한 회사 폐쇄 및 불가항력 등 기존 법을 대폭
완화했다. 근로관계 해지 또는 종료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 기존 법은 근로관계 해지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옴니버스법은 보상금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
금의 15%에 달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를 삭제하고, 자진 퇴사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삭제했다. 기타
근로관계 해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이 경영자에게는
‘고용 유연화’로 유리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반발했다. 토지·
삼림개발 규제도 완화됐기에 환경단체들 또한 “환경파괴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옴니버스법은 지난 11월 2일 대통령의 서명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항목이
많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정부규정(PP)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지난 11월 15일 체결됐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RCEP이 역내는 물론 침체된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목소
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각에서 RCEP이 중국 주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RCEP 협상을 타결까지 주도해온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RCEP 체결에 아세
안과 한국이 주도했다며, 한국이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RCEP의 관세철폐품목 중 쌀, 무기 및 알코올 음료(술) 등 “민감한 상품”을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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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제통상협력국 이맘 빰바교 국장은 쌀, 무기, 술 등 3개 품목은 어떤 협정에
서도 인도네시아의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 민감한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보고르농과대학교(IPB: Bogor Agricultural Institute) 농업학부 드위 안드레이사 센또사
교수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0.2∼0.3ha의 토지를 소유한 약 1,400만 명의 소작농을 보호하기
위해 쌀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한 쌀의 가격이 인도네시아 쌀의
절반에 불과해 국내 농가가 생산한 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술은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상품 중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수도 이전 메가프로젝트 재개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부깔리만딴 신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근거 법안을 2021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
올려 의회에 제출했다. 2021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부는 신수도법안(IKN) 등 10건을, 국회(DPR)는
26건, 국민협의회(MPR)는 2건을 제출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부는 신수도법안을 당초 올해 3월 발의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사태에 투입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인도네시아 국가법령개발청(BPHN) 베니 리얀또 청장은 “신수도법안은 2021년에 처리할 법안 중에
서도 최우선 순위”라며 “수도 이전에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강력한 법적 우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조코위 대통령이 동부깔리만딴 주(州) 뻐나잠빠세르우따라 군(郡)과 꾸따이까르따느가라
군에 신수도(행정수도)를 확정 발표했다.
수도 이전 메가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신수도 이전 지역 인근에 있는 발릭빠빤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발릭빠반은 인도네시아서 비교적 소득이 높고 깨끗한 도시로 유전과 석탄 등 광업, 천연목 벌채와
합판 같은 목재사업, 오일팜과 천연고무 같은 플랜테이션 사업 등이 번창한 항구도시이다. 선두 한상
기업 코린도(당시 인니 동화) 목재사업부는 50여 년 전에 발릭빠빤에 진출해 지금까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32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는 원래 저지대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졌으며, 우기
때는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홍수가 발생한다. 아울러 교통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교통체
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인도양에서 태평양 사이에 길게 펼쳐진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중심은 깔리만딴이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집권기에 중부깔리만딴 주 빨랑까라야 지역으로 수도 이전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수하르또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에 편중된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2040년까지
인도네시아를 5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시작으로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현대차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완성차 공장을 2020년 3월에 완공하고 그해 말에는 양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대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회사이자 미래차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선도
하고 있는 현대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수년 전부터 구애해온 주된 이유는
자동차 산업이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회사를 넘어서 전기차 자율주행
기반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혁신기업임을 조코 위도도(조코위)정부가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을 95%가량 장악하고 있는 일본자동차 브랜드는
도요타만 성장세를 유지할뿐 혼다와닛산 등은 성장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61조원가량을 투자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기술적인 측면과 빠르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승용차는 전기차로,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는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투 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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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CEPA로 자동차 강판에 쓰이는 철강제품(냉연, 도금, 열연
등)과 자동차 부품(변속기, 선루프 등)의 관세 폐지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부품을 보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든 것이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와의 연례회의에서 “2024년
자카르타에서 동부깔리만딴으로 이전하는 신수도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차만 운행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외곽 버까시 지역에 현대차완성차 공장을 유치한 데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배터리 생산 관련 기술력과 양산능력을 지니고 있는 LG화학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다.

2021 최저임금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2021년 지역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회람을 전국의 지방정부에
보낸 가운데, 수도 자카르타와 중부자바, 동부자바, 족자카르타 주 등 일부 지방정부들은 내년에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반면, 서부자바 주 등 다른 지방정부는 정부 방침에 맞춰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다 파우지야 노동장관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황에 대응해 내년에
임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규정(PP) no.78/2015에 의거해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초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출한다. 이다 노동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정부에 회람을 보내, 2021년 지역최저임금을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노동개혁을 경제 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회는 투자를 늘리기 위한 옴니버스법
(일명 고용촉진법)을 승인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 내년 지역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 1일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2020년 자카르타 UMP는 전년보다 8.51% 오른 4,276,349루피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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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지난 10월 31일 배포한 보도문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업종에
대해, 2021년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을 3.27% 인상해 4,416,186루피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니스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은 지역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 인상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산업단지가 많이 입주해 있는 서부자바 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조업과 서비
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내년에 임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난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2021년 지역최저임금(UMP)을 3.27% 인상해 179만 루피아(약
14만 원)으로 조정하고, 특히 반자르 느가라와 워노기리 지역은 3.71% 인상해 197만 루피아(약16만 원)
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1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족자카르타 주는 2021년 지역최저임금을 3.54% 인상해 1,765,000루피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동부자바 주는 2021년 지역최저임금을 5.65% 인상해 1,868,777루피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모든 산업분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다며, 2021년
임금 동결을 결정한 중앙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에 -5.32%, 3분기에 -3.49%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옴니버스법 철회와 동시에 2021년 최저임금 8% 인상을 요구하며 에너지, 전자,
제약 등 11개 업종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지 않았으니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문에서 12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카르타 노동국에 따르면, 자카르타
에서만 노동자 162,416명이 해고됐다.

인력 개발
● 인도네시아 노동력 생산성 높이려면 교육과 성차별 개선으로
인도네시아는 외형으로 볼 때 인구 2억7천만명에 국내총생산(GDP)가 1조1,100억 달러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경제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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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산업 생산만 아니라 수출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의 선도국가가 아니고 이웃
국가보다 뒤쳐진 산업 분야도 여럿이다. 인도네시아는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노동집약산업에
서조차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생산성은 동남아국가 가운데서 낮은 편에 속하며,
가장 주된 이유로 낙후한 교육이 꼽힌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여성 인력 활동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 교육을 통한 노동력의 질과 생산성 향상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부문 특히 노동집약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주된 원인으로 노동력의 질이 낮은 점을 꼽을 수 있다.
마룹 아민 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자카르타에 있는 개방대학(UT) 졸업식 기념연설에서 “우리 노동
생산성은 아세안에서 최고가 아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질의 교육이 관건이지만 인도네시아
교육은 낙후됐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의 연례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6,000달러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5위를 기록했다. 한편 싱가
포르가 142,300달러로 1위, 이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순이었다.
아시아생산성기구는 역내 국가 중 상위에 있는 4개국은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더 나은 제도권 교육과
직업훈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최근 동남아 소재 일본 기업이 투자한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을 조사
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100점 만점에 74.3을 기록해, 라오스(76.2) 보다도 낮았고, 주요 경쟁국인
필리핀이 86.3으로 1위를 기록했다.
모 인도네시아 사립대학의 수쁘리아디(가명) 교수는 “우리 교육제도는 엉망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고등교육은 비싸지만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며 “낮은 노동생산성의 주요인은 교육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자의 질도 낮은 수준이라며, 대학 교수(강사) 중 약 70%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아직도 많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소지자가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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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외국계 회사에서 대졸자의 질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 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존 엔더슨 씨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대부분 신입사원들이 고용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2~3년 간 신입사원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가능 인구는 1억2,600만명이며, 이 가운데 1,227만명
(9.7%)만 대졸자이고, 고졸자는 62%이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높은 비용의 대학교육을 받을
형편이 못 된다.
경영컨설팅회사인 글로벌 비즈니스 가이드(GBG)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인도네시아에는
대학교 4,498개가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질 낮은 대졸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GBG는 인도
네시아가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특히 교수의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제2기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방안으로 각 대학교에 외국인 교수 채용을 허용했지만, 이 정책이 성과를 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로자의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더 많은 직업훈련센터와 더 많은 인력 개발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고, 예비근로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노동
부는 근로자의 기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에 228,000여명을 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거대한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숙련 노동자는 최소 1억1,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도 사회
과학보다는 기술과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 제조업은 실업자 급증..., IT산업은 전문인력 부족
인도네시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기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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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이 큰 숙박, 관광, 섬유·봉제, 식음료, 건축 등 분야는 대량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한편,
제조업, 종합무역업과 도매업, 소매업, 금융서비스업, IT산업 등은 새로운 인력을 계속 찾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준봉쇄 조치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실시해 비필수 업종의
가동을 중단시킴에 따라 5월 27일 기준으로 179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업 중 82.85%가 전염병으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잡스트리트(Job Street)가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노동자, 구직자, 채용담당자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노동자 중 43%는 PSBB 시작 후 임금이
최대 30% 줄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35%는 해고됐고, 19%는 무급휴가를 강요당하는
등 54%가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다.
잡스트리트는 올해 말까지 1,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잡스트리트는 구인이 가장 활발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슈퍼바이저, 생산관리자, 창고관리자 및
IT기술자 등으로 일할 인력으로 총 5,273명을 찾고 있고, 이어 종합무역과 도매업에 2,703명, 소매업
2,487명, IT산업 2,232명 등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밝혔다.
IT기술자, IT지원인력, 프로그래머, 웹개발자 등 IT기술을 가진 인력은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창고업,
IT산업 등 5개 분야 모두에서 찾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 담당자 누르마 미다안띠 국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팬데믹 속에서도 IT 기술 관련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용과 창업의 기회가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 맥킨지 "인도네시아, 자동화로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 생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이 향후 10년 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더라도 없어지는
일자리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새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9월25일 발표한 ‘인도네시아에서 자동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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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 실직, 고용 증가, 고용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 2,300만 개가 없어지는 반면, 새로운 일자리 2,700만~4,400만 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 중 1,000만 개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자동화될 직종으로 법률 지원, 기계 운영, 급여계산, 거래처리 등을 꼽았다.
반면, 건설노동자 같은 예측 불가능한 신체 활동, 영업 사원 같은 대면 서비스, 예술가와 과학자 등
전문지식, CEO나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인력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직업은 자동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맥킨지 인도네시아의 경영 파트너 필리아 위보워는 25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을 계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매우 강력해야 한다. 기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자동화는 인도네시아에서 핫토픽으로, 지난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자국 산업의 비용 효율성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Making Indonesia 4.0 로드맵을 승인함으로써 산업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뿌리 깊은 기술 격차를 불평하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디지털화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하게 되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업률(TPT)은 8.63%로 각급 학교 졸업자 중 가장 높았다. 대졸 실업률은 6.24%,
초등학교 졸업 이하 실업률은 2.65%였다. 평균 실업률은 5.01%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미래 인력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 취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맥킨지는 앞으로는 기업이 단순한 기능을 가진 인력이 아니라, 사람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창의
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전망했다.
맥킨지는 800개 직종에 관련된 2,000개의 업무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미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도 지금부터 업무 변화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장기학습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맥킨지는 이직하는데 필요한 복합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경력자를 재교육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
해지겠지만, 실제로 개인이 생애 내내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논평했다.

Chapter Ⅰ - 뉴스로 본 2020년 인도네시아  39

앞으로 신기술 도입과 고용이 증가할 분야로, 맥킨지는 숙박, 음식,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와
건설, 제조업, 소매유통, 서비스 등 업종을 꼽았다.
맥킨지는 “새로운 노동수요는 소득 증가와 인프라 지출 증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썼다.
조코위 정부는 인프라 개발과 복지 지출을 늘리고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소득 증가는 소매유통업 그 가운데서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가 이미 국가 취업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대형
이커머스 또꼬피디어는 4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다.
● 인도네시아 여성 임금, 같은 업무의 남성보다 23% 낮아
인도네시아 여성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보다 월급을 약 23% 덜 받고, 남성에 비해 업무성과를 저평가
당하며, 노동조건도 유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인도네시아 여성 월평균 임금은 245만 루피아
였고, 연간 5% 올랐다. 한편 남성 월평균 임금은 318만 루피아였고, 연간 4.3% 올랐다. 남녀 임금 격차가
지난해 23.44%에서 올해 23%로 약간 좁혀졌지만, 2010년의 23.64%와 비교하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은 보도자료에서 세계 남녀 임금 격차를 16%로
추산했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인도네시아 대표이자 아세안 연락 담당자인 담세드카지 씨는 최근
“저임금, 노동의 저평가, 유연하지 못한 노동조건 등 불평등한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남녀 임금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다. 여성이
주로 일하는 분야인 숙박, 식음료, 영업, 제조업 등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여성이 주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분야도 코로나19 영향이 큰 분야들이다. 재무부는 여성 노동자 가운데 절만 미만을
전문직으로 추산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 인구통계연구소 다이하디스 띠오날루리 교수는 학력 같은 요인도 임금 격차를
야기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이라고 말했다.

40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직장 내 승진에 내재된 ‘암묵적인 문제’로 인해 남성이 경력 사다리를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면, 여성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남편의 직장이 있을 경우, 승진을 제안하더라도 현재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디아하디는 남녀 임금 격차가 없어지면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추가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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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정리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아
인도네시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20위
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1위이다.
12월 3일 하루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명 넘게 늘어 일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월 하순에 일일 5천명대에서 12월 초순에는 6천명대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12월 30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8,002명, 누적 확진자는 735,124명, 사망자는
21,944명이라고 발표했다.
수도 자카르타의 감염자는 인도네시아 전체 감염자의 25%를 차지한다. 12월 30일 현재 자카르타
확진자는 2,05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87,713명이었고, 누적 사망자는 3,249명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2월 31일 현재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동포는
누적 84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숨지고, 63명이 회복했으며 1명이 입원치료, 15명이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11월 중순 현대건설이 짓고 있는 찌르본2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17명이 집단
감염됐고, 자카르타와 찌까랑에서 식당 주인, 가정주부 등 한인 감염자가 나왔다. 12월 30일까지 인도
네시아에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동포 숫자도 누적 109명으로 별도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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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산에 연말 최장 연휴 중 3일 축소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최장 11일 연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12월 2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무하지르 에펜디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장관은 "(5월 26일
∼29일에서) 12월 28∼31일로 옮긴 르바란(이둘피트리) 연가 대체 휴일을 31일 하루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축소 결정에 따라 연휴는 ▲ 이달 24∼25일(성탄절)과 26∼27일(주말) ▲ 이달 31일(이둘피트리
대체 휴일)부터 새해(1월1일), 주말(1월 2∼3일)의 각각 나흘 연휴로 쪼개졌다. 기존 연휴 중 12월 28일,
29일, 30일 등 사흘이 근무일로 바뀌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올해 5월 26일∼29일 '르바란'(이둘피트리) 연가 대체
휴일을 12월 28∼31일로 변경하고, 성탄절 전날도 휴일로 정해 12월 24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내년
1월 1일까지 9일짜리 연휴를 만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독립기념일 연휴, 이슬람 설 연휴, 무함마드 탄신일 연휴 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현상을 경험했다.
한편 지난 12월 15일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8일
까지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 강화조치 기간으로 정하고 재택근무 확대와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해 2020연말연시 황금연휴기간에 집밖에서 지역사회활동이 다시 통제된다. 루훗
장관은 PSBB(대규모사회적제약)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적 영향으로 통제된 정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으로 75%까지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자카르타와 근교 지역의 쇼핑몰과 레스토랑 등 영업시간이 19시까지로 더 단축된다.
현재 전국 비행기와 열차이동 탑승객의 신속항원검사(antigen test)가 의무화되며 발리는 2일전 PCR
검사지를 제출해야 입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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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산한 수카르노하타 공항 (출처: 데일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월 10일부터 재택근무 의무화…'대규모 사회적 제약' 시행
인구 1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4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PSBB(대규모사회적제약)을 시행했고, 이어 서부자바와 반뜬 주 등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도 순차적으로 PSBB를 시행했다.
자카르타 주 정부의 경우, 앞서 3월 22일부터 비상사태 대응 기간을 선포해 현재 학교와 대다수
쇼핑몰, 식당, 유흥업소 등이 문을 닫고 상당수 직장이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4월 8일부터는 PSBB를
시행해 슈퍼마켓과 병원, 주유소, 은행 등 필수 8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PSBB 시행에 따라 5명 이상의 모임 모두 금지하고, 대중교통은 오전 6시∼오후 6시만 운행하고,
고젝과 그랩 등 오토바이 택시는 승객이 아닌 상품만 수송하게 했다. 또 택시와 승용차도 탑승객
수를 줄이도록 했다.
중앙 정부의 '봉쇄 불가' 방침에 따라 외출 금지나 대중교통 운행 중단과 같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
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자카르타 주 정부 등 지방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봉쇄'를 원했
지만, 조코 위도도 정부는 경제 영향을 우선시해 전면 봉쇄 불가를 원칙으로 PSBB 정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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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19 거센 확산세에 한인사회 얼어붙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백신 보급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 사회가 바짝 얼어붙었다.
현지인 감염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인들이 조심한다고 해도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과 한인
사업장에서 현지인 감염자 계속 발생하고 있고, 8월 말부터는 한국인 감염자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종교와 단체 활동을 포함해 공적인 한인 모임은 거의 취소됐고, 드문드문 비대면 온라인 행사와
소규모의 사적인 모임만 진행하면서 한국인끼리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이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4월 10일부터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이라 부르는 준봉쇄
조치의 시행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필수업종 외 재택근무, 외식금지 등을 권고 또는 강제하고 있다.
‘신남방 특수효과’를 누리려던 재인도네시아 한인이 운영하는 건설 하도급 등 작종 기업과 식당
등은 코로나 사태로 된서리를 맞았다. 인도네시아 진출을 추진하던 일부 기업들은 계획을 중단했다.
예정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코로나 사태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면서 필수 인력만 한국에서
단독 부임하고, 기존 주재원의 가족도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상당수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한인 사회가 위축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9월 22일 인도네시아의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행사도 축소됐다. 재인도네
시아 한인회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려 했지만,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축사
모음 동영상으로 대체했고, 100년사 기념 책 출판도 12월로 미뤘다.

인도네시아는 한인 포함해 확진자 동선 공개 안 해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 공개를 금지하고, 대사관은 한인 확진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동선은 한국 보건
당국이 조사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8월부터 자카르타 한국계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과 주재원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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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불안이 커지자 처음에는 확진자 본인이 한인회를 통해 한식당·한인 마트·한인병원 등을 다
녀간 동선을 공개했다.
하지만, 한식당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고 현지인들 사이에 한국인·한식당을 피하는 일부 움직
임이 감지되면서 "동선 공개의 실익이 없다", "일본, 중국인 사회는 가만히 있다"며 반대론이 커졌다.
이에 현재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의 자진 동선 공개가 끊겼고, 대사관에도 확진자 본인이
연락하지 않는 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무증상 감염자도 많기에 교민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동선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만났던 사람에게는 제발 연락해달라”고 말한다.

한-인도네시아,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절차·대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8월 13일 양국 기업·경제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양국 기업인은 17일부터 사전 절차를 밟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림 1-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3월 23일 자카르타 코리
아센터 건물에서 교민들에
게 마스크를1인당 10매씩
무료 배포했다. (출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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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비자를 신청하고, 초청기업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서한 발급 등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면,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진단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면 재검사 없이 즉각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출장 후 한국에 돌아가면 코로나19 검사와 14일 자가격리를 다른 입국자와 똑
같이 적용받는다.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한국에 출장 갈 경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초청기업이 한국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 기업인·주재원도 마찬가지로 한국 산업부 등에 요청해 외교부, 한국
대사관을 거쳐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아야 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관련 부처의 인정을 받은
중요 사업상 목적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격리면제서 발급 요건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4월 2일부터 단기체류비자(ITAS) 등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전략 프로젝트 종사자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제인 등
에게만 예외적으로 비자를 내주고 있다.

한인 코로나19 대응에 한인회, 대사관, 현지병원 협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자카르타 코리아센터 옆 메디스트라병원과 협약을 맺고 4월 8일부터 ‘한
인전담 COVID-19 진료팀’을 가동했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한인회를 통해 예약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메디스트라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기본진료비는 약 50만 루피아(3만 7천원)이고, 엑스
레이 촬영 30만 루피아(2만 2천원), CT 촬영 280만 루피아(21만원), PCR 검사비 250만 루피아(19만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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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전담팀이 가동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만약 한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병실이 허락하는 한 메디스트라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병원 측과 협의했다.
이어 8월 10일에는 한인회가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Siloam) 체인과 한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입원치료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실로암병원은 인도네시아 대기업 리뽀그룹 소속으로, 전국에 36개 병원을 운영한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 교민·주재원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실로암병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250만 루피아(20만원)에 받을 수 있다. 신속검사비는 24만9천 루피아(2만3천원) 안팎
이다.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기다리거나, 실로암병원이 마련한
호텔 자가격리 패키지를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실로암병원이 제공한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지정병원
두 곳에 입원하게 된다.
실로암병원 36개 지점 가운데 자카르타 맘팡(Mampang) 지점과 땅그랑의 끌라빠두아(Kelapa
Dua) 지점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지정병원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자카르타 시내 코로나19 대응 지정 병원은 병실이 부족해지자,
끄마요란의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개조한 응급병원에 환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미흡한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한인들은 이 시설 이용을 꺼렸다.
확진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인도네시아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따라 감염 시점과 대략적인 거주지만 공개하고, 세세한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진단키트 구입이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 바이오기업 젠바디 인도네시아법인이
한인 전용으로 쓰도록 한인회에 정확도가 95% 이상인 진단키트를 기부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3월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자 모금 운동을 벌여 7억9천160만
루피아(5천 853만원)를 4월 1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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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불구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12월 9일 실시
● 유권자 1억 명 역대 최대 규모 지방선거 30만 개 투표소 가동
인도네시아가 지방자치단체장 270명을 뽑기 위해 유권자 1억35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를 12월 9일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이날 주지사 9명, 시장 37명, 군수 224명을 선출하기 위한 지방
선거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은 전국의 30만 개 투표소에 200만 명 이상의 선거인력을 투입해 지방선거를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예년 대비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보도했다.
KPU는 투표소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확인한 뒤
입장하게 했다.
또한 KPU는 코로나19 환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겠다며 병원과 자가격리 가정에 방호복을 입고
투표함을 든 직원을 파견해 투표하게 했다.
KPU는 2020년 지방선거를 당초 9월 23일로 지정했다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12월 9일로 연기
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다가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목소리도 컸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한편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KPU와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소속
공무원 100여 명도 감염됐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7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4명이 사망했다.
KPU는 공식 선거 결과를 열흘 이내 발표할 예정이고, 주요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번 선거의 퀵
카운트(Quick Count, 표본개표)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투표 종료 후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실제 투표함 중 일부를 표본으로 개표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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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방선거 출마한 조코위 아들 기브란과 사위 보비 (출처: 연합뉴스)

● 조코위 대통령 아들 당선 예상
인도네시아인들은 2020년 인도네시아 지방선거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 라카부
밍라카(33)와 사위 아피프 보비 나수티온(29)이 각각 시장으로 당선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기브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부자바 솔로시 시장에 출마했고, 보비는 북부수마트라주 메단 시장
후보로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PDI-P) 후보로 뽑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조코위 아들의 경우 솔로 시장 선거에서 쉽게 승리하겠지만, 사위 보비는 메단
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두 차례 대선을 치르며
메단시에서는 모두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솔로시 마나한 마을 투표소의 경우 개표가 끝났는데, 유효표 가운데 82.2%를
조코위 대통령 아들 기브란이 획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차르타폴리티카(Charta Politika)는 이날 오후 3시33분 기준으로 표본개표 결과
솔로시에서 기브란이 87.26%를 차지해 상대방 후보를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 사위 보비도 표본개표에서 상대방 후보를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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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왕조'(Political Dynasty)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치 왕조 구축 비판에 대해 "아이들더러 나를 따르거나 정계에 입문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며 "그것은 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정치적 권리일 뿐"이라고 지난달 콤
파스TV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딸이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고, 메가와티의 딸 푸안마하라니가
현재 인도네시아 첫 여성 하원의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마룹 아민 부통령의 딸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조카도 선거에 출마했다.
● 투쟁민주당과 골까르당, 지방선거 압승 예상
2020년 인도네시아 지방선거에서 투쟁민주당(PDIP)과 골까르당이 크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정치분석가들은 투쟁민주당은 임시선거결과에서 중부자바, 발리, 북부술라웨시 등 주요거점에서
승리하고 이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관리위원회(KPU)의 실시간 투표 수 집계와 여론조사기관의 표본개표에 따르면, 투쟁민주당은
중부자바 시군 21개 중 17개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자바 지역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수라카르타 시장에 도전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이다.
투쟁민주당은 발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6명 중 5명 그리고 북부술라웨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7명 중 6명에 자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스또끄리스띠얀또 PDIP 사무총장은 11일 약세 지역이었던 동부자바 주도 수라바야의 시장
선거에서 자당 후보인 뜨리 리스마하리니 현 시장과 에리 짜야디 조가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리스
마하리니 조는 PDIP와 인도네시아단결당(PSI) 두 곳만 지지한 반면 마후드 아리핀 전 동부자바
경찰청장 조는 8개 정당이 연합해 지지해서, 리스마하리니 조가 힘겨운 싸움을 했다.
한편, 골까르당도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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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골까르당 총재는 표본개표에서 총 270개 선거지역 중 165개 지역 즉 61%
지역에서 자당후보가 승리했다고 11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시선이 쏠린 지역 중 하나는 서르뽕 지역이 포함된 남부땅그랑이다. 마룹 아민
부통령의 딸 시티 누르아지자와 쁘라보워 수비얀또 국방장관의 조카 라하유 사라스와 띠조조하디
꾸수모 등 정치가문의 후계자들과 벤야민 다브니 현 부시장이 경쟁했다. 이번 선거에서, 시티는
시장 후보로, 라하유는 부시장 후보로 각각 출마했다.
인디카토르폴리틱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 차르타폴리티카(Charta Politika), 인도
네시아 서베이 서클(LSI) 등 세 곳의 여론조사기관의 표본개표에서 남부땅그랑 시장 선거에서 벤야민
다브니 후보는 골까르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40% 이상 득표했다.
아이르랑가 총재는 골까르당이 이번에 주지사 선거를 치른 9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골까르당
후보가 승리해, 정당 중 가장 많은 주지사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본개표 결과에 만족한다. 특히 선거를 치른 모든 지역에서 목표를 초과한 60% 이상을
득표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와 토론그룹’(KedaiKOPI)의 군또 아디위보워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투쟁민
주당과 골까르당의 승리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실용적인’ 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는 ‘적절한’ 정치 교육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익숙한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골까르당과 투쟁민주당이 다른 정당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골까르당은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한 독재자 수하르토 시대에 32년 간 집권한 정당이어서 유권
자들이 매우 잘 알고 있다. 투쟁민주당은 수카르노 초대대통령과 역사적 관계가 있는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역시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꾼또 대표는 “유권자들이 골까르당과 투쟁민주당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안전한 선택’으로 당연
하게 정당을 찍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PU는 12월 9일 실시한 지방선거 결과를 12월 20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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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주지사 선거집계 (출처: https://pilkada2020.kpu.go.id/#/pkw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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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총체적 가치 개념에 근거한 인도네시아
열대림 경영정책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고찰
김영철 /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회장

지금으로부터 약 35년전에 필자는 약 6개월간 인도네시아 중부깔리만탄에서 열대우림을 조사하는
서베이어(surveyer)로 열대림과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열대림을 연구하고 직접 경영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처음에 원주민 8명과 함께 인적미답의 열대림에 들어갔을 때 직경이 1m이상으로
로켓트 날개처럼 생긴 부벽(buttress)의 길이가 4-5m나 되는 거대하고 웅장한 열대 거목들을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복잡한 생태계 천이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극상의 생태계는 정말
놀라웠다. 크고 작은 나무들과 함께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하층식생들이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밀림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한달간의 산림조사를 위해 입산할 때 원주민들은 비닐천막과 쌀, 소금, 설탕 및 커피만 가지고 간다.
그 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밀림속에서 직접 조달한다. 원두막 형태의 숙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은 나무 막대기들과 그것을 연결할 로탄(등나무 줄기), 밥을 지을 연료, 밤에 사냥을 나가
잡아오는 수많은 동물들, 강에서 잡은 물고기들, 산에 있는 나무들로부터 얻는 각종 과일과 요리에
필요한 조미료 대용의 나뭇잎과 채소류, 아플때 먹는 각종 약용식물 등 한마디로 열대림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에덴동산과 같은 곳이었다.
그 당시 임업인으로서 필자가 느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업수종 중에
대경재 일부를 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극상 상태의 열대림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열대림의 종다양성과 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생각은 필자가 열대림을 학구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열대림을 경영해 가면서
더욱더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인도네시아 산림정책의 고찰을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환경산림부의 정책 변화를 보면서 열대우림 경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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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니산림정책 고찰
인도네시아 열대림의 개발은 1967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공산당 쿠데타를 진압하고 집권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의 경제발전과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자와섬 밖의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 및 이리안자야(현재는 파푸아) 등지의 열대림을 개략 약 100,000ha 정도의
크기로 나누어 개인이나 기업에 불하하여 산림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임지를 부여받았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던 수하르토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해외투자법을 만들어 해외로부터 투자를 촉진하고 산림
경영에 필요한 각종 법령들의 제정과 인센티브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산림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한국의 코데코(KODECO), 코린도(KORINDO), 유림사리 등의 기업들과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인 산림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9년까지 순조롭게 산림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니산림부에서는 국내목가공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부터 원목수출을 줄여나가서 1985년도에는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다.이 같은 정책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열대림의 대경재를 이용한 합판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열대원목으로 만든 합판
수출 국가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점점 황폐해지게 되자 1990년에는 조림법을 제정하여 천연림 개발 회사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top-down방식의 조림정책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조림사업은 전형
적인 정책실패의 본보기가 되었다. 초기에 100여 개의 조림회사들이 조림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부 회사들만 살아남았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태어난
대형 회사들이 APP, APRIL, TEL과 같은 펄프 및 제지회사들이다. 코린도 그룹도 1993년도에 동부
깔리만탄에 그리고 1998년에는 중부깔리만탄에 조림지를 획득하여 본격적인 조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클론임업을 도입한 용재조림 회사로서 대형 펄프제지 회사와는 다르게 조림목을 이용한
목가공 사업의 선구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가고 있다.
1990년대 수하르토 정권말기에 이르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고 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도벌이
심해지면서 산림이 급속도로 황폐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
지면서 장기집권에 따른 누적된 불만들이 표출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기를 겪으면서 국가적인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여 수년간 전국적으로
도벌이 극심하게 행하여져 엄청난 산림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함께 천연림을
개벌하여 조성하는 조림사업과 전국각지에서 대규모 팜농장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열대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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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속도로 황폐해져 가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열대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회의
론이 생겨나게 되었다.
때마침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건기때마다 발생하는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위정자들도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때 2004년 집권한 수
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정부를 지원하면서 산림정책이 개발에서 보존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
였다. 그 다음으로 2014년에 집권한 조꼬위 대통령이 산림부와 환경부를 통합하면서 산림정책이
급속도로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추어 최근에는 산림을 목재이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산림개발권을 가진 회사가
산림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하였다. 즉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목재생산,
비목재 임산물 생산, 탄소저장 및 흡수가치, 종다양성 가치, 생태관광 등 다양한 가치등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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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흐름을 대변하는 천연림경영시스템을 보면 개발초기에는 TPI(Tebang Pilih Indonesia,
인도네시아 택벌시스템)으로 단지 상업수종을 일정경급 이상만 벌채하는 방식으로 열대림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열대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89년도 부터는
TPTI(Tebang Pilih Tanam Indonesia, 인도네시아 택벌조림체계)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열대천연목을
벌채하고 난 뒤에 하층식생을 조사하여 부족한 지역에 고유수종을 의무적으로 조림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TPTII(Tebang
Pilih Tanam Indonesia Intensif, 집약적인 인도네시아 조림택별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 TPTII는
일명 SILIN(Intensive Silviculture System)이라고도 하는데 벌채한 임지 내에 대상(帶狀)으로 줄을
만들어 고유수종을 조림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획일적인 조림시스템이 아니라 임지 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림시스템을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하는 복합조림 시스템(Multi Silviculture System)을 적용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걸음 더 나아가 2020년 5월에는 조림시스템의 유연한 적용을
넘어서서 이제는 산림의 다양한 임산물과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사업체계(Multiusaha
System)로 산림경영을 산림의 총체적인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하게 되었다.
상기의 산림경영 형태별 보존 및 생산가치 분석표에서 미래의 산림경영 방향을 추론해 보면 현재
원목개발에 주력하여 생산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천연림의 경영은 환경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목재생산가치에다 보존가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둘중 하나를 택하여 전체적으로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다목적사업시스템에 따라서 천연림의 비목재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채취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림을 경영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황폐한 임지에 추진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목재 생산성 극대화에 방향을 맞추어
경영을 하여왔다. 하지만 환경시장이 형성되어 거래가 가능한 탄소 가치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어 단위생장량의 증대를 통한 목재생산 가치 증대와 함께 탄소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림을
경영하려고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다목적사업시스템에 따라서 조림지에서 얻는 목재와 탄소가치
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작물이 있을 경우 고소득 작물 재배를 통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할 것
이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산림정책 변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열대림의 특성과 관련한 당연한
정책변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열대우림은 오랜 세월 동안 천이과정을 거쳐 극상상태에 도달
하여 수종과 경급 및 생태계가 다양한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자원이다. 따라서 특정한 상업수종으로
경급이 큰 것만을 선택적으로 벌채하여 이용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자원이라는 것이다. 즉 윤벌기
35년에 ha당 약 15-20㎥을 벌채하게 되는데 이는 년평균 상업용 목재 단위생산성이 약 0.5㎥/ha/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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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생산성이 낮다. 이와는 반대로 집약적인 조림을 할 경우 년평균 단위 생산성이 30-40㎥/
ha/년에 달하여 생산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단일수종으로 균일한 경급을 수확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목재생산 기능은 현재와 같이 효율성이 낮은 천연림 경영에서 집약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성이 높은 인공 조림경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된다.
또한 열대림은 생태계 천이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극상상태로 폐쇄영양사이클(Closing Nutrient
Cycles, 고목이 죽으면 영양분의 유실없이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흡수하는 영양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세월동안 수많은 동식물들과 수종들이 미묘하고 복잡하게 생태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한번 파괴되면 생태학적으로 완전하게 복구되는 것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열대림을 재생불가능한 자원(Unrenewable Resources)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열대우림은 높은 축적의 목재 Biomass에도 불구하고 종다양성과 복잡한 생태적 특성
으로 인하여 상업용 목재 생산성이 매우낮고 생산비가 높아 목재생산에 비효율적인 자원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현재의 대경재 위주의 목재생산을 위한 열대림 경영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환경문제 대두로 인하여 환경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치교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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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개발되고 있어서 열대림의 총체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경영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Ⅱ. 열대림의 가치
산림생태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산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Pearce, 2000). 즉, 직접이용가치, 간접이용가치, 선택가치 및 존재가치로 분류한다. 직접이용가치는
문자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로서 목재, 비목재, 연료림, 종다양성, 생태관광, 산림이
주는 쾌적한 환경 등을 이용하는 가치를 말한다. 간접이용가치로는 산림이 제공하는 수원함양 가치나
탄소저장 및 흡수가치를 말한다. 선택가치란 현재는 이용할 의도가 없지만 미래에는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존하기를 원하여 부여하는 가치를 말하며 존재가치란 현재나 미래에도
이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보존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부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가치분류 체계에 따라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의 가치를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알게
된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고려할 때 목재가치는 약 5% 밖에 안된다는 것
이다(Kim Y.C.,2002).
좀더 구체적으로 산림의 가치를 분류해 보면 직접이용가치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장가치로 실현되
고있는 목재가치가 현재까지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열대우림은 종다양성이
풍부하여 한면의 길이가 1백미터인 정사각형 면적(1헥타아르)에 약 150종의 수종이 자라고 있고 직경
10cm이상의 나무를 기준으로 본수를 추정해 보더라도 약 5-8백그루가 자라고 있다. 또한 직경 10cm
미만의 수많은 하층식생은 의약품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대림에서 직경이 50cm이상의 나무중에서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종들을 대상으로
약 15-20㎥/ha를 매 35년마다 벌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경재를 대부분 합판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수종은 제재목으로 가공하여 몰딩재나 가구목으로 수출하고 있다. 열대
림은 비교적 수종구성이 단순한 온대림이나 한대림과 달리 종 다양성이 높아서 벌채 및 집재과정에서
훼손율이 높고 생산비용이 높다. 뿐만 아니라 로깅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과 개설된 도로를 따라
원주민들이 들어와 도벌 및 화전 등으로 산림이 파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목재 임산물 또한 종다양성과 연계하여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구재로 쓰이는
로탄, 다양한 과일, 각종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약재류, 식용으로 쓰이는 버섯 및 나물, 각종 향료나
화장품의 원료, 목청(꿀), 다마르(레진),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희귀난 및 각종 식물, 조미료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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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제초제나 살충제로 쓰이는 각종 나뭇잎 혹은 껍질 등 인간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종류의 비목재 임산물이 있다. 그 동안 비목재 임산물 중에서는 주로 로탄(Rotan)이 많이 생산되어
가구재로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생물공학 기술의 발달로 물질분석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목재 임산물, 특히 의약성분을 함유하고 식물들의 성분이 알려지게
되어 점점 더 많은 식물들이 이용되어 지고 있다.
열대림의 가치 중에서 종다양성과 유전정보 자원 또한 중요한 가치이다. 열대림은 오랜세월동안
진화과정을 거쳐서 가장 안정된 극상의 생태계가 형성된 만큼 동식물의 종다양성과 그와 관련된 각종
유전자원은 실로 인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생물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종다양성과 유전정보 중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확인이 되면 대량복제를 통하여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예를들면,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환경파괴로 인하여 각종 병해충, 바이
러스 등이 생겨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열대림 내의 어떤 종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활용하게 되어 그 종의 유전적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종다양성과 유전정보는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미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다.
열대림의 종다양성 가치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원 중의 하나는 오일
팜이다. 아프리카가 원산인 오일팜(kelapa sawit)은 관상용으로 도입되어 보고르 식물원에 심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육종하여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만들어 대규모 농장으로 조성하여 식용유를 생산
하고 있다. 팜오일 농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약 1천 5백만 ha 가 조성되어 매년 4천만 톤 이상의 팜
유를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약물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 전분을 생산하는 사고(sagu),
알코올을 생산하는 아렌(aren) 등도 앞으로 대규모로 식재되어 귀하게 사용되어질 유전자원이라고
하겠다.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는 생태관광 가치이다. 종다양성과 관련된 가치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식생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열대림은 존재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다. 특히 열대림이
급속도로 파손되면서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늘어나게 되어 점점 더 열대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생태관광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희귀 동식물이 서식
하는 지역은 특별히 생태관광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중부깔리만탄 빵깔란분
지역에 오랑우딴 서식지인 딴중뿌띵 공원이 있는데 매년 전세계에서 약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
하고 있다. 열대림의 독특한 생태계와 그에 따른 종양성은 향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열대림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가치를 더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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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가지고 있는 간접이용가치 중에서 수원함양 가치와 탄소흡수 및 저장가치가 있다. 수원함
양 가치는 거대한 열대림 생태계가 만들어 낸 것으로 열대림을 따라 굽이 굽이 뻗어 흐르는 강은 수상
교통로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열대림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강이 삶의 젖줄과 같은 것이다.
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강주변에 집을 짓고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과도 같은 것이다.
산림 특히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탄소흡수 및 저장가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열대림의 훼손 속도나 규모로 보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열대림의 경영목적이 약 5%의 가치밖에 안되는 목재생산 및 가공산업에 집중해 있지만 앞으로
환경문제가 점점 더 주목을 받게되어 환경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종다양성의
가치와 산림의 탄소저장 가치가 획기적으로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목재외에도 산림경영의 개선을 통해 로깅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는 RIL(Reduced
Impact Logging)시스템을 적용하여 로깅작업에 따른 산림훼손을 줄인 양만큼의 탄소를 환경시장에
판매할 수가 있게된다. 더 나아가서는 로깅을 통하여 얻는 수익보다 산림을 보전하여 종다양성과
탄소저장가치를 판매하는 수익이 더 많게 될 경우 기업은 산림을 더 이상 목재생산을 위하여 개발
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하여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이미 정책화되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산림생태계복원 사업을 새로운 허가
체계로 확정하여 과거에 로깅하던 임지의 생태계를 복원함에 따라 증대되는 종다양성과 탄소저장
가치를 시장에 판매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확립하였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시장메커니즘이 없는 산림의 선택가치나 존재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현실화하는
문제도 최적의 산림자원 경영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존재가치의 경우 산림자원을 가진 개발도
상국이 선진국으로 부터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빚을 상환하는 대신에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보전하는 정책의 실행으로 빚을 대체하는 DNS(Debt for Nature Swap)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선진국이 열대림을 가진 후진국에 원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지구라는 관점에서 열대림의 지구적인 가치를 선진국이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선행될 때 산림의 존재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고 DNS 시스템이 보편적인
거래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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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시장의 형성과정 고찰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를 판매할 시장이 필요하다.
특히 열대림의 가치 중에서 종다양성과 탄소가치를 판매할 수 있는 환경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현재의
열대림 개발추세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로 산림의 탄소 저장 및 흡수 가치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된 시점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
회담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이슈가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구온난화를
경감하기 위한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 지면서 좀 더 구속력 있는 체계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그 이행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면서 산림자원이 지구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온난화를 경감
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 경감을 위한 탄소저장 및 흡수원으로서의
산림탄소를 거래하기 위한 다양한 표준들과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산림탄소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산림을 많이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
발전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산림을 수익성이 더 높은 농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산림의 지구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선진국들과 환경 NGO들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후진
국들이 그들의 산림을 보전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후진국들의 주장은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경제개발을 위해 많은 산림을 전용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므로 후진국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지구적 가치를 공유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즉 개발가치와 보전가치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제관계에서 이 같은 충돌을
조정할 만한 충분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을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좀더 실효성 있는 체계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산림탄소를 포함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계를 넘어선 더 강력한 체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 경감을 위해 1997년부터 추진해 오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2020년에 만료되게 되면서 그
대체 체계로 파리협정이 2021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파리협정의 핵심은 산업화 시점을 기준으로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 관리하자는 것이 목표
이며 더 적극적으로는 1.5℃ 수준으로까지 관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5개국이 2030년까지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비록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지구적인 차원의 책임있는 노력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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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시행방안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방안들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종다양성이 풍부한 열대우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
기능의 가치가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황폐지역을 복구조림하여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면서 빈곤 경감과 환경개선등의 공익성이 강한 프로젝트도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던 각종 프로젝트들을 이제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기관이나 기업도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활발하게 개발하여 시행할 것
으로 판단된다.
예를들면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적용하는 FLR(Forest Landscape
Restoration)사업으로 어떤 지역의 산림생태계가 파손되었을 경우 파괴된 지역을 복구조림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즉, 축산, 양봉, 원예, 농업 등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복구조림한 지역의 탄소흡수량을 측정
하여 판매하므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생(welfare)을 측정하여 가치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향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 공적기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기업도 참여하게 되어 효율성을 더 높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
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APFW, 2019).
이러한 지구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의 FLR은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Debt for
Swap(DS)방식의 자금을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데 열대림의 보전을 위해
사용된다면 Debt for Nature Swap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면 Debt for Education
Swap(DES)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많은 나라로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DS시스템을
통하여 부채를 갚는 대신에 자연보전이나 지역개발 프로그램등에 활용해 왔다. 인도네시아가 DS시
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년 약 5억불 정도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Stahaan, 2006).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6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APFW, 2019

Chapter Ⅱ - 2020년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67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환경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가치가 증대되면 열대림의 보전
가치 혹은 간접이용가치가 이용가치를 훨씬 초과할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열대우림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환경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이 적극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
하여 시행할 때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진국들의 호의에 근거한 개발도
상국에 대한 지원성격의 정책이 아니라 전세계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시장이 충분히 성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탄소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할 뿐만 아니라 DNS와 같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산림의 보존가치가 개발가치를
초과할 때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사회를 리드해 가고 있는 미국의 지구환경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내년부터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열대림의 산림탄소 저장 및 흡수가치와 관련된
사업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Ⅳ. 인도네시아 미래 산림정책 방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지구온난화 경감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종다양성과 탄소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점진적으로 열대우림의 간접이용가치가 직접이용가치를 초과하는 시점이
오게된다. 그렇게 될 경우 목재생산을 위한 열대림 개발보다는 탄소저장 및 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되어 열대우림 경영의 큰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존재가치
까지 거래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속도를 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 정부의 다목적사업(multi usaha)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모든 산림의 가치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한 산림의 가치별미래의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대림의 목재가치 관련 사업이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열대림경영의 주류를 이루어 대경재
위주의 대량생산 및 합판가공을 통한 사업은 점점 더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열대목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강질목을 중심으로한 특수목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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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방끼라이, 머르바우, 머란티 바뚜, 껌빠스 수종 등의 경우 제재목으로 개발하여 몰딩을
거쳐 다양한 제품으로 거래되는데 이것은 열대림의 고유한 종다양성 가운데 특수한 목재로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상업수종의 대표격인 머란티의 경우도
제재목의 가치가 증가되고 있어 향후 열대목재의 제재목 시장은 그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시스템에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의 적용과 함께 특수목 위주의 소량생산을
통하여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목가공 산업은 여러가지 형태로 재편될 것인데 특히 열대 대경재를 이용한
합판산업은 당분간 천연목과 조림목을 혼용하는 콤비합판 시대를 거쳐서 미래에는100% 조림목을
이용하는 조림목 합판 시대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천연열대림으로부터 목재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부족량을 채우기 위한 용재조림
사업이 수목생장에 적합한 천혜의 열대환경과 더불어 미래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육종기술을 적용하여 열대천연 목재를 대체할 수종을 개발하고 클론화하여 대규모 조림 및 그
원자재에 적합한 첨단 가공시설을 할 경우 미래에 매우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림사업은 정부의 다목적 사업정책에 따라 단순한 상업용 조림수종 식재를 넘어 일부 면적(조림
허가 면적의 약 5%)에는 과일수, 농작물, 특수작물 등을 식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다양화하는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래에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특히
천연림을 대체하기 위한 용재조림 사업과 함께 광대한 임지에 조림목과 함께 다양한 작물을 재배
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으로서의 조림사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둘째는 열대림의 비목재가치관련 사업이다. 그 동안 원목생산 위주의 천연림 경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열대림의 비목재 임산물의 잠재력은 매우크다. 다양한 비목재 임산물의 직접적인
이용은 생산, 운반 및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산림개발과 함께 정부의 다목적 사업정책으로 인하여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역별로
잠재력있는 비목재 임산물을 개발하여 사업화한다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특히 상업성이 높은 것은
식재나 재배를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산림을
원목개발 대신에 탄소가치를 판매하는 사업과 연계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이러한 비목재 임산물의 수집, 가공 및 판매사업은 매우 유용한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열대림의 간접이용 가치인 탄소저장 및 흡수가치다. 열대림의 산림탄소 저장 및 흡수가치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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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상이 좋은 임지의 경우는 환경친화적인 로깅시스템(RIL System)으로 생산하여 훼손율을
줄일경우 그 만큼의 RIL carbon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로깅으로 인한 수익외에 탄소판매를 통한
수익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현재 로깅을 하고 있지만 임상이 그렇게 좋지않은 임지의 경우는 향후 탄소의 가치가 증가되어
로깅으로 인한 수입보다 보전을 통하여 탄소를 판매할 경우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산림경영자는 원목생산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탄소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산림 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어 더 이상 로깅사업을 하기 어려운 임지의 경우는 이 지역에
대하여 산림생태계를 복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별도 허가를 획득하여 더
이상의 산림훼손을 막으면서 조림과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를 복원시켜 추가된 탄소량을 측정하고
그것을 탄소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Restoration Ecosystem(RE, 생태계
복원)이란 사업이 있다. 이 같은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16개사가 623,000ha를 RE시스템으로
허가를 받아 실행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회사들은 국제탄소 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여러가지 산림형태를 포함하는 산림경영 모델(KPH, Kesatuan Pengelolaan Hutan)지역 임지의
경우는 FL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황폐한 지역의 복구조림 혹은 일반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도 매우 전망이 밝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산림관련 탄소사업은 원목사업과 함께 탄소사업을 하는 경우와 원목사업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을 통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원목
생산과 함께 탄소사업을 하는 경우 탄소의 가치에 따라 목재생산량이 점차 감소해 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원목생산은 고가의 특수목재의 생산 및 가공사업으로 제한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탄소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순수한 탄소흡수원 조성사업 및 생태계복원 사업도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많은 생산임지가 생태복원 임지로 전환되어 탄소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합판사업과 함께 전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목재생산을 위한 천연림
경영사업지를 확보하여 허가를 변경한 후 탄소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래에 매우 전망이 밝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열대림의 종다양성과 생태관광 가치와 관련한 사업이다. 열대우림은 종다양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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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과 특수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관광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열대우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다양성과 관련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사업과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비즈니스는 앞으로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미래에는 천연림경영을 원목개발을 위한 로깅사업에서 탄소, 종다양성, 생태관광, 황폐지 복구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산림가치를 경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각 지역별로 특정한 동물, 예를들면 오랑우탄(깔리만탄), 캥거루(파푸아),
극락조(파푸아), 단당띵앙(조류, 중부깔리만탄 상징), 호랑이 및 코끼리(수마트라)등을 보호하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미 성공
적으로 사업화된 팜오일(kelapa sawit) 자원 외에도 전분을 생산하는 sagu, 알코올을 생산하는 aren과
같은 유전자원들은 미래에 농장으로 조성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잠재력이 있는 자원들이다.
그 외에도 열대림은 거대한 의약품 창고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다양한 의약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이 많다. 현재도 원주민들은 전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대림 내의 의약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을 일상생활에 오랜 세월동안 이용해 왔다. 특히 하층식생의 경우 기능이 없는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유용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생물공학 기술과 육종기
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유용한 의약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 혹은 나무들을 발굴하여 대량식재
및 가공하는 사업 또한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산림의 존재가치 관련 사업이다. 산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서도 존재하
기를 원하여 부여하는 가치를 말하는데 이러한 가치는 DNS(Debt for Nature Swap)방식으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DNS를 통하여 미국정부에 갚아야하는
빚 약3천만불의 자금을 수마트라 열대림을 보호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에 갚아
야 할 빚 2천5백만 유로를 DNS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림보호 비용으로 확보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열대림을 보호하는 여건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열대우림의 지구적인 가치를 DNS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정부와 기관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구 생태계가 파손
되면 될수록 종다양성과 생태계가 잘 발달된 열대우림의 존재가치는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호림의 보전을 위한 DNS시스템을 이용한 자금 외에도 FLR 추진시 여러
형태의 DS시스템을 이용한 황폐지 복구사업 및 낙후한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비즈
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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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대규모 면적의 열대림을 경영하는 사업가라면 이제는 단순히 목재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산림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가치개념에 근거하여 어떻게 최적의 경영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최근
인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의 다목적사업 정책은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원목의 대량생산 및 가공산업 체계의 목재관련 사업을
특수목 위주의 소규모 생산 및 가공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산림의 다른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산림경영 정책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의제로 중요성을 더해가면서 산림의 탄소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림의 경영 목적이 목재생산에서 탄소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들이 화전 등의 조성을 통한 산림훼손을 막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기위한 산림의 비목재 임산물 관련 사업, 산림탄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다양성
보전사업 등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림의 직접이용가치를 추구하던 정책에서 점차 산림의 간접이용가치를 이용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산림의 선택가치와 존재가치까지 시장이 수용하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제 우리 임업인들의 시선을 산림의 직접적인 가치에서 산림의
총체적인 가치를 경영하는 시각으로 전환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대림을 경영하는 현대의 임업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및 환경 정책 변화에도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산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깨달아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면서 미래사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기고자 소개
김영철, 경북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
학교(UGM)에서 석사 졸업 및 박사 학위 취득, 1987년부터 코
린도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는 코린도 조림사업본부 상
무로 재직하며 2019년 12월부터 재인니 산림바이오에너지협
의회 회장을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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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한-인니 산림협력위원회 온라인 개최
이성길 / 한-인니 산림센터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산림협력은 인도네시아 법령 1967년 1호 외국 자본 투자에 관한 법 및 1967년
5호 산림기본법에 따라, 1968년 2월 한국남방개발(KODECO)이 450만 달러의 해외투자허가 제1호를
받아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코타바루에 27만ha의 임지를 확보해 단독투자로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에는 동화기업(現 KORINDO)이 동부칼리만탄 발릭파판에 12만ha를 개발하는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천연림 개발로 시작한 한-인니 산림협력은, 1973년 9월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으로 힘을 더하고, 1979년 제1차 한-인니 산림협력위원회, 1987년 한-인니 임업협정체결, 1993년
최초로 산림청 해외조림 융자금을 지원받은 KODECO의 산업조림 착수 등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특히, 1979년부터 시작된 양국간 산림협력위원회는 다양한 산림현안을 논의하고 조정하며 양국의
산림협력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9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회의는 ‘한국-인도네시아 임업협력회의(Korea-Indonesia Forestry Committee)’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산림청장, 임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인니에서는 산림청장, 비서실장,
생산국장, 시장국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간 산림 연례회의 개최, 합작 회사의 한국
기술자 자본진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목재 가공품 수입 등을 논의했으며 양국이 공동으로 한국의
목재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산림협력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다가 제8차 회의부터는
2년에 한 번 개최하게 된다.
지금까지 개최된 한-인니 산림협력위원회의 시기, 개최지,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차수

시기

개최지

주요 논의 내용

1

1979.2.19~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례회의 개최 제안

2

1980.6.15~17

한국 서울

진출업체 원목 생산 및 수출

3

1981.11.21~1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진출업체 추가 임지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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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2.11.11~16

한국 서울

산림 전문가 교환

5

1983.7.23~8.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임업 및 목재공업기술 쌍무협정 강화

6

1984.8.30~9.4

한국 서울

진출업체 기능인력 확보 지원

7

1985.8.27~9.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목가공품 교역 및 면세 지원

8

1987.6.15~6.20

한국 서울

한-인니 임업협력협정 체결

9

1989.6.14~6.2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한민국 진출 기업 지원

10

1991.8.26~30

한국 서울

펄프 제지 공업 개발 합의

11

1993.9.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임산물 가공 및 비목재 분야 기술훈련

12

1995.10.14~28

한국 서울

폐목재 이용 증진

13

1997.7.22~23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원목개발 진출업체 한국인 종사자 취업기간 연장

14

1999.7.6~10

한국 대전

신규진출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 증대 및 기술 이전

15

2001.7.9~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림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16

2003.7.28~31

한국 대전

불법수확 임산물 국제교역 방지

17

2005.7.4~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립공원과 대한민국 휴양림간의 자매결연

18

2007.6.4~7.5

한국 강원대학교

50만ha 조림투자 촉진방안

19

2009.3.4~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

2011.10.18~19

한국 창원

함발랑 녹색협력단지 조성

21

2013.7.4~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툴 생태교육숲 개장식 개최

22

2016.8.2

한국 서울

목재바이오매스 시험조림 사업 발전

23

2018.7.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림휴양·생태관광

24

2020.9.25

한국 서울(온라인)

협조, 합법목재교역 촉진, 생태관광과 치유숲, 한-인니

목재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 협력

이탄지 복원 사업 신속 추진 합의, 산불관리사업 계획
산림센터 활성화

2020년 제24차 한-인니 산림협력위원회는 원래 9월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1979년 제1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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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개최된 이래로 41년만에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온라인 회의 전문 플랫폼인 Zoom을
통하여 개최된 본 회의는 9월 25일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3시간 40분간 지속되었
으며, 한국의 박종호 산림청장, 인도네시아의 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고
산림청의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 환경산림부의 아구스 유스티안토 연구개발혁신원(FORDA)장을
교체수석으로 하여 전차기 회의 이행 현황에서부터 이탄지 복원, 산불 협력, 생태관광, 합법목재교역,
한-인니 산림센터 활성화 등 다양한 산림현안들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개회사에서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협상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간
화상토론회(웹-세미나)형식을 적극 활용한 산림협력위원회 및 실무양자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신남방
정책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산림자원개발을 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할것”
이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가 임업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시티 누르바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은 양국의 산림 협력이 매우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한-인니 산림센터의 활성화, 산불
관리, 생태관광, 합법목재거래 등에 있어서 더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호 산림청장과 시티 장관의 인사말 후에는 한국측에서는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을 교체수석
으로 안병기 국제협력과장, 박재신 양자협력 담당 사무관, 이상협 해외자원정책 담당 사무관, 신건섭
해외산림담당 사무관, 임주영 통상담당 사무관, 김학진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담당
사무관, 김래현 산림과학원 연구관, 이준산 주인니대사관 임무관, 이성길 한-인니 산림센터장 등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아구스 유스티안토 연구개발혁신원장을 교체수석으로, 뜨구 라하르자 국제협력
국장, 아띠 이탄지 관리과 과장, 에티 산림연구개발원 과장, 루완다 아궁 기후변화대응국장, 수나르얀토

한국측 수석대표 박종호 산림청장

인도네시아측 수석대표 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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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센터장, 수시 헤라와티 지역사회훈련 및 환경세대개발센터장, 시깃 프라모노 생산가공마케
팅국 계장, 다누 한-인니 산림센터 인니 공동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개별 의제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전차기 의제 점검에서는 제23차 회의 이후 주요 성과로 롬복(뚜낙)휴양시설물의 이관절차를
완료하고 센툴 생태교육 모델숲의 시설물들을 보완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9월초 이탄지 복원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이행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 등이 언급되었다.
본격적인 의제로 가장 먼저 논의된 이탄지 복원 및 보전 사업에서, 한국측은 한-인니 산림센터에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사업대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니측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탄지
사업의 성과와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2년 중 국제열대이탄지센터(ITPC)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등이 함께하는 국제워크샵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니측은 사업계획을 갱신하여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이탄지
복원 사업에 인도네시아의 연구개발혁신원(FORDA), 현지 대학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했고, 양측은 이탄지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현지조사, 정보교류,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음으로 논의된 산불협력은 인도네시아 남부수마트라주에 산불재난관리센터 시범시범을 통해
인도네시아 산불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로 2022년부터 사업이 시작
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한국 조사팀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인니측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인니 산림센터와 논
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태관광 활성화에서는, 양국의 협력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뚜낙 생태관광센터, 센툴모델숲 등
기존의 생태관광 시설을 활용하여 최근 인도네시아의 치유숲(healing forest) 개념도입에 한국이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대학생 교류 활성화에 관해서는, 인니측은 인도네시아의 산림고교 및 임학관련 국립대학의 교육
훈련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 대학의 E-learning 관련 지식 공유, 환경산림부 직원
장학프로그램 지원, 산림생태관광 관련 교육에 대한 한국의 경험공유, 대학간 교류활동 지원 등을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니측은 밀레니엄(Millennium) 세대를 대상
으로 한 산림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 인식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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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이탄지 복원 등 사업에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하고, 또한 한-인니
산림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응답했다.
조림 등 산림투자사업 협력 건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해외조림투자의 약60%가 집중된
매우 중요한 산림협력국임을 설명하며 2021년에 한-인니 산림투자 바이오매스 워크샵 개최와 한국
기업을 위한 인니 관련부서의 정기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인니측은 내년의 산림투
자워크샵 개최에 동의하며 간담회는 내부 회의 후에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랑의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지의 벌채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 인니 영림공사(Perum Perhutani)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인도네시아측은 KOICA와의 협력으로 2017년 완공된 남부칼리만탄 반자르군의 목재 펠릿 공장을
운영할 투자자를 찾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으로 지어진 공장이니만큼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인니 산림센터를 통해서 현
황을 파악한 후 한국측 투자희망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합법목재거래 촉진에 관하여 한국은 인니의 목재합법성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 허가, 인니 수출
수종의 목재 재감 제공과 목재 수종 식별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인니측에서는 목재재감 교환, 목재식별 기술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한-인니 산림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인니측은 작년에 개정된 센터 운영 협의안에 의거하여 센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한국측은 센터가 2021년 설립 10주년을 맞이
하게 되어 센터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명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임을 밝혔다. 양측은 한-인니
산림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국은 2021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에 대한 인니측의
참여를 요청하고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고, 인도네시아는 2021년 발리에서 개최되는 미나마타
협약 총회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년 후 다음 회의는 코로나 상황 등을 지켜보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1년에 걸친 한-인니 산림협력회의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예정시간인 두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산림 협력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청취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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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and Land Fire in Indonesia:
The Effort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Sugeng Marsudiarto / Advisor of KIFC
to Control it

Forest fire suppression in Indonesia. (Source: CNN Indonesia)

Indonesia experienced forest and land fire since several decades ago. According to the documents
from the Forest Act, October 2018, large scale of forest and land fires were happened in 1982-1983,
1987, 1991, 1994, 1997-1998, and 2015. The fire in 1982-1983 was happened mainly in East Kalimantan,
whereas the fire in 1987, 1991, 1994 was happen in some provinces in Sumatera and Kalimantan.
The massive forest and land fire in 1997-1998 was happed in several provinces in Kalimantan,
Sumatera, Sulawesi, Bali, Lombok, Papua, and even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Indonesia, such as
Papua Nugini, and Malaysia (in Sarawak). Some experts considered that this was the greatest natural
disaster ever in the 20th century, which caused massive environmental damage and enormous financial
losses for Indonesia. This fire was also caused a haze disaster, which disrupted mass transportation, the
economy of the community, and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in the surrounding of fire areas, and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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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fire in 1997-1998, Indonesia has experienced forest and land fires
almost every year, although the scale is not very large, until the year of 2015, when, again, a massive
forest and land fire was happened.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BNPB) explained that the forest and land fires in 2015 were
more severe than the fire disaster in 1997/1998.The fires in 2015 mostly occurred in peatland areas, but
some also occurred in mineral land areas. The most extensive burned peatlands are in the Provinces of
Central Kalimantan and South Sumatra. These fires have had serious neg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health and economy.
The forest fires that occur every year have become a serious concern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Since the large fires in 2015, the President Joko Widodo conducting regular meeting regarding forest and
land fire controlling.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changed the strategy and shifted the paradigm for
controlling the fire. Before 2015 : Focused on suppression, only using one satellite for early warning
system (HS NOAA), calculations of burnt area rely solely on reports from local governments. After
2015 : Focused on prevention, early detection, warning system and early response, calculations of burnt
area using satellite imagery and the reports from local governments.
At the National Coordination meeting regarding forest and land fire controlling, held on February, 6
2020, in Jakarta the President Joko Widodo reiterated his order for forest and land fire prevention, as
the following:
• When hot spot is detected, even small, it has to be extinguished immediately, don't let it
widely spread and difficult to be extinguished;
• Arrangement of the peat ecosystem in the peat hydrological area;
• Find permanent solutions to economically motivated forest and land burning;
• Strict law enforcement so as to provide a deterrent effect;
• The frequency of patrols and field checks should be increased.
In line with the order of the Presid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 and other
related agencies have carried out many measures regarding prevention of forest and land fire, as the
following:
1. Involvement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During the meeting on February 6th 2020, President also reiterated the important of new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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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trategy of controlling forest and land fires in Indonesia. All forces of the Regional Government,
Army Force, Air Force, Police Force must unite to prevent and extinguish the fire as soon as there is
a fire. The President also reiterated the important of the local community for preventing as well as
suppressing fires.
To involve the local communities in controlling forest and land fire, the MoEF has also developed
Fire Care Community Group (in Indonesian called: Masyarakat Peduli Api /MPA). The MPA is local
community voluntary group that have been recruited with a certain criteria and have been trained and
been given knowledge regarding forest and land fires control. These groups are very important stake
holder, since they are at the frontline of fire prone areas, and would involve in controlling forest and
land fire including prevention, suppression, and post-fire suppression, with the guidance from
Manggala Agni (Forest Fire Brigade in the MoEF).With the guidance from Manggala Agni, MPA is
expected to be a role models for the villagers regarding fire prevention and increasing awareness of
fire prevention.
In response to the President's orders, currently has also been established task forces for forest and land
fire control at the central and provincial levels (especially the provinces that are prone to fires) and

Involvement of local army (Babinsa) in controlling and suppressing forest fire.
(Source: CNNindone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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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level.The task forces involving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related parties, including: The
MoEF, Army Force, Police Forc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gency (BNPB), the Meteorological
Climatology and Geophysics Agency (BMKG), the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BPPT), Local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local communities.
2. Fire prevention campaigns,
Campaign is one of the important efforts for forest and land fires prevention. Campaigns have been
carried out by various parties, in their respective surrounding areas, involving Manggala Agni, Army
Force, Police Forc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village leader, and concession holders.
The campaigns have been done more effectively by involving local communities and local religious
leaders. As an influential and respected person in his area, it is hoped that what is said in the campaign
will be followed by the community.
3. Improvement of equipment for early detection, early warning and monitoring system,
Early detection has been done through various methods of observation, such as detection through fire
control towers, monitoring using thermal cameras/CCTV, satellite imagery. Whereas early warning
has been done through the provision of fire prone map, fire control resources database, devices to
determine the level of risk of fire, prohibition burn sign, fire danger rating system (FDR) information
boards, FDR flags, portable or permanent weather measuring equipment and system f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he MoEF has developed FDRS from the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in
collaboration with BMKG, BPPT and Canadian Government since 2000-2003 and the FDRS has
been implemented in Daops Manggala Agni (local Fire Station) in 2004. FDRS is needed as a
complement to the hot spot information that is obtained from satellite. Currently FDRS information
can also be accessed daily through the web : bmkg.go.id and lapan.go.id.
The MoEF has also developed web-based information system, which is : sipongi.menlhk.go.id, that
usually just called : SIPONGI. This web is managed by the MoEF, with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from the Terra Aqua Satellite (NASA), Terra Aqua (LAPAN), SNPP (LAPAN) and NOAA
(ASMC) as well as weather data from BMKG.The hotspot data presented in SIPONGI is real time,
which also includes the coordinates of the hotspots, so that the location can be identified precisely for
immediate measures to preventthe hot spot not become a fire and spread. SIPONGI can be accessed
by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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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the monitoring system, since August 2019, The MoEF has installed 15 (fifteen) Thermal
Camera in the provinces that are prone to fire includes North Sumatera, Riau, South Sumatera, West
Kalimantan, Central Kalimantan and South Kalimantan.This camera can detect heat at a radius of up
to 10 kilometers, and connected to the SIPONGI.
This camera operates 24 hours a day, so at any time a hot spot or smoke appear in the field would be
able to be detected in real time, including the coordinates of the hot spot. These cameras are very
useful for early detection and quick response.

Thermal camera to detect early combustion (left), hot spot areas displayed in SIPONGI (right).
(Source: Sipongi.menlhk.go.id)

4. Application of weather modification technology
The application of weather modification technology in Indonesia has been implemented in recent
years. With the increasing frequency of hydrometeorological disasters in Indonesia, weather
modification technology is utilized for the purpose of mitigating disasters caused by climate and
weather factors, such as drought, and haze disasters due to land and forest fires.
This technology was previously used for suppressing forest and land fires, but recently is used for
preventing forest fires. Apart from preventing forest fires, the application of Weather Modification
Technology is also for safeguarding national strategic projects and import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events.
In the year 2020, the application of weather modific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Riau, Jambi, and
South Sumatera. The MoEF mentioned that this will also be Implemented soon in Kalimantan, Java
and Nusa Tengg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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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rengthening the fire brigades
Manggala Agni is a forest and land Fire Brigade,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Forestry
in 2003. The brigade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large forest fires several years before, to support
the Ministry to control the forest and land fire including prevention, suppression and post-forest fire
actions.
Manggala Agni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re prevention, fire suppression and post-fire handling.
Together with other stakeholders, Manggala Agni is also conducting a campaign to prevent forest
fires. Anytime there is a fire in the field, Manggala Agni together with other stakeholders carry out
the fire suppression.
Currently Manggala Agni is spread over 11 provinces consisting of 34 Daops (Operational areas), with
the number of members as many as 1,875 people. The 11 provinces are: North Sumatera, Riau, Jambi,
South Sumatera, West Kalimantan, Central Kalimantan, East Kalimantan, South Kalimantan, North
Sulawesi, South Sulawesi, and South East Sulawesi.

Manggala Agni carries out the fire suppression. (Source: 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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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troducing technologies for non burning land clearing
In most cases, the forest fire is caused by human activities,besides due to the influence of weather
caused by El Nino. Communities around the forest and some concession holders often use fire for
land clearing, because this burning method is cheaper and more effective in terms of time, and for
agriculture can produce better yield. The government has issued a regulation prohibiting land clearing
by burning.
To support the non burning land clearing policy, the Government has also introduced technologies
for non burning land clearing by introducing production of wood vinegar, compost and charcoal
briquettes using the waste of land clearing as the raw materials. One example that has been implemented
is at PT. Pupuk Kaltim in making a demonstration plot for production of wood vinegar, with the
support of the Fore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Manggala Agni also participating in development of non fired land clearing policy. They develop
sample plots of non burning land clearing in their base to be used as a means of campaign to the
community in preparing environmentally friendly land clearing.
The government also facilitates forest communities to develop diversification of agricultural businesses
and provides incentives for their businesses; for example by providing fish seeds for fisheries, building
infrastructure (reservoirs, waterways) and providing business development assistance, including
assisting for marketing their product, in which can be supported through the CSR program.
Meanwhile, forestry and plantation companies are required to carry out the obligations of clearing
land without burning which have been regulated by regulations, and assisting communities around
their area to develop alternative economic businesses.
7. Routine patrol and integrated patrol
Apart from routine patrols carried out by Manggala Agni, the local government, Police Force, Army
Force, and even concessionaires routinely carry out patrols in their respective working areas.
During the regular meeting conducted on Thursday,February 6th 2020, President Jokowi gave direction
regarding routine patrols for fire prevention. He mentioned that Indonesia has many instruments at
the village level in order to prevent the danger of forest and land fires. He ordered to include Bab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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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habinkamtibmas (Army Force at the village level) for the routine patrol, to strengthen the effort
for prevention of forest and land fires disasters. The President also reiterated the important of the local
community for preventing as well as suppressing fires.
In addition to routine patrol, the government also organize integrated patrol which is aiming to
increase awareness of local people as well as private companies on fire prevention, early detection,
early suppression, and also for increasing good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stake hold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 private sector, local community as well as Manggala Agni.
The integrated patrols had been done in the 8 prone fire provinces, which are : North Sumatera, Riau,
Jambi, South Sumatera, West Kalimantan, Central Kalimantan, South Kalimantan and East Kalimantan.
The Team of the integrated patrol consisting of Manggala Agni, Forest Ranger, Army Force, Police
Force, local government, community leaders and Fire Care Community.
8. Provision of more budget
For forest and land fire mitigation,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allocated a sizeable budget. In the
period 2014 - 2019 it has been allocated IDR 7.03 trillion (equivalent toaround USD 503,4 Million),
in which the biggest allocation is in 2018, which is IDR 2.4 trillion, and in 2019 amounting of Rp. 1.1
Trillion, and partly for the budget of the MoEF amounting of IDR. 105 billion.
9. Law enforcement
On 24th February 2020, the Minister of MoEF and the Chief of Indonesian Police Force have declared
their join notice regarding law enforcement on Forest and Fire.
The Notice mentioned that all the person in charge of companies and / or in charge of activities in
the field of natural resources sector, forestry sub-sector, agriculture sub-sector, and plantation subsector are obliged to make efforts to prevent and control forest and land fires by complying with all
provisions in the following statutory regulations: Criminal Code, Law Number 41 Year 1999 regarding
Forestry, Law Number 32 of 2009 concern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Law
Number 39 of 2014 concerning Plantation.
For this reason, all the person in charge of companies and/or in charge of activities in the field
mentioned above are obliged to comply with the prohibitions as referred to in the afore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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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comply with the provisions and requirements as stipulated in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and control forest and land fires.
With the various preventive measures mentioned above, have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hotspots and forest and land fires.In a routine meeting held on 6 February 2018 in Jakarta, President
Joko Widodo said that with various preventive measures, during the 2016 - 2017 period there had been
a very significant reduction in hot spots. In 2016 it decreased by 83% and in 2017 by almost 89%. The
decrease in hot spots was also convey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who said that
this reduction was not only supported by climate factors, but also due to the improved system for
controlling and preventing forest and land fires carried out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Further more, the Director of Forest Fire Control at the MoEF said that in the January - September
2020 period, the number of hotspots decreased by almost 90%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9.

Water bombing as one of efforts to suppress forest fire. (Source: Sipongi.menlhk.go.id)

Forest and land fire suppression efforts
With the preventive measures described above, it does not mean that forest and land fires will no
longer occur.In 2019, forest and land fires again occurred, although it was not as large as in 2015.

86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Similar to the forest and land fires in 2015, forest and land fires in September 2019 occurred in West
Kalimantan, Central Kalimantan, South Kalimantan, Riau, Jambi and South Sumatra. Because of the
haze from the fire was quite serious, President Joko Widodo declared an emergency alert status in the
six provinces.
To extinguish the fire, BNPB operates 44 helicopters, among of them, the 34 helicopters for water
bombing and 10 helicopters for patrol. In addition, 163 thousand kilograms of salt to be sown to make
artificial rain, and 9,072 personnel dispatched for ground fighting. (CNN-Indonesia-2019).
It is expected that with the above mentioned efforts, will significantly decreasing hotspots and forest
and land fires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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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URBAN FOREST IN
INDONESIA’S NEW CAPITAL: POTENTIAL
Uus Danu Kusumah
FUTURE COOPERATION
and Nur Syamsi Muhammad
1)

2)

A. INDONESIA’S NEW CAPITAL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s stated by President Joko Widodo on August 26, 2019, plans to move
the State Capital (IKN) to East Kalimantan, to be précised in Kutai Kertanegara Regency and North
Penajam Paser Regency. The area of the IKN is planned to be 256,142.74 ha, with a city core area of
56,180.87 ha and a central government area of 5,644 ha. The determination of the area of the IKN area
considers One River One Management, integration of upstream-downstream and the character of the
Watershed,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the Bukit Soeharto Grand Forest Park (Tahura) which will be
developed and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to a buffer zone as well as a conservation area for
biodiversity. The application of Forest City i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footprint in which green
open space in the core area of the city is planned to be at least 50% and reach 70-75% of the total area
of the IKN.
The IKN vision of “Smart, Green, Beautiful, and Sustainable” is transla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cities that are side by side with nature through the concept of a forest city as well as a smart and
intelligent city. Through this vision, IKN is expected to become a city that promotes social and modern
inclusion, while still paying attention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concept is the best choice,
considering that the IKN location candidate is on the island of Kalimantan which has tropical rainforest
characters and various ecological constraints. One form of transformation of this concept is to emphasize
the proportion of a 50 percent spatial pattern for Green Open Space (Ruang Terbuka Hijau/RTH) which
will also prioritiz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ecosystems as well as protection and conservation,
especially High Conservation Value (HCV) areas.

1) Indonesian Co-Director of Korea-Indonesia Forest Center
2) Officer of Regional Training Office of Samar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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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sure environmental aspects have been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of the IKN, the government
thr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conducted 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Rapid Assessment (KLHS) of the IKN relocation plan in 2019. The Rapid Assessment issued
environmental safeguard recommendations for spatial use, recommendations for forest city principl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direction of smart city elements for sustainability, proposals of
sustainable supporting policy, as well as a road map for environmental recovery and improvement. By
2020, th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appenas) will complete the study that has been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through the preparation of KLHS Master Plan
for the IKN Area Development or referred to as the IKN Masterplan. The KLHS Master Plan for the
IKN and IKN Master Plan will be prepared in an integrated manner, and become a recomme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the Master Plan, so as to accommodate the vision of 'Smart, Green, Beautiful, and
Sustainable'.
This comprehensive SEA analysis includes: 1) the carrying capacity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2) estim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risks; 3) performance
of ecosystem services; 4) the level of vulnerability and capacity to adapt to climate change; 5) potential
biodiversity in the IKN location area; and 6) level of resiliency and potential of biodiversity in the IKN
location area. The preparation of SEA was carried out with a participatory approach by actively involving
various related parti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It is estimated that the city has a population of
1.5-2 million and the carrying capacity of 56,000 ha to ensure that the new city remain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Currently, the IKN Bill is included as a priority in the 2020-2024 National Legislation Program
(longlist) as well as a priority that must be resolved in 2020 by the government and the Indonesian
Parliament. Preparation, construction, and transfer of the IKN will be carried out by the Supervisory
Agency before later switching to the Management Agency.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of the Management Agency and the Governor will be equal and coordinative, with the division of
government affairs that will be specifically regulated to avoid overlapping authority. The IKN Bill
regulates which state institutions will move or remain domiciled in Jakarta. Those with permanent
positions in Jakarta are Bank Indonesia, th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s well as the Business Competition Supervisory Commission and institutions related to
investment. The IKN is proposed to be a new province and core area will be managed by the management
agency. City manager is appointed directly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Mean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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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KN province is under authority of Provincial Acting Governor who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 transfer of the IKN status from DKI Jakarta to the new province is target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24.
This transfer will occur in stages and be prepared by the IKN Supervisory Agency which is appointed
directly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ources of finance for the IKN Master Plan
include the State Budget (APBN), State Property Management, private funding,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ies in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PPP); and other 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The construction of the IKN
Master Plan requires multi-year funding, as in the 2020-2024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 It is estimated to cost IDR 466.98 trillion. The budget allocation of the APBN is IDR 91.29
trill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is IDR 252.46 trillion, and a target of IDR 123.23 trillion from
corporate funds.

Mockup New Capital (Ibu Kota Baru). (Photo: Doc. P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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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RBAN FORESTRY CONCEPT
Urban forestry is defined as the management of trees in urban and suburban areas through planned,
integrated, and systematic approach and its contribution to the physiological, sociological, and economic
well-being of urban communities. Urban forestry has many aspects; it involves forests, groups of trees,
individual trees, and a wide variety of habitats. It also correlated with many benefits and problems
(FAO).
Environmental benefits of urban forestry are landscape enhancement, recreation, education, and
general well-being; a habitat for wildlife; climatic modification; the control of air and noise pollution;
erosion control; the protection of catchment areas for urban water supplies; and the productive use or
safe disposal of urban wastes.On the other hand, trees in an urban environment also pose a variety of
potential problems. Apart from the sometimes-high cost of their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they
may be a hazard to human safety, cause structural damage to buildings and other infrastructure, and
possibly obstruct the supply of solar energy to solar power generators. Urban trees are also subject to
vandalism, and the dumping of waste.
The range of benefit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rees in urban area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prior to planting. The choice of tree species, provenance, cultivar should reflect the needs and priorities
of urban communities and future management requirement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The selection
of tree wascommonly determined by a limited available planting stock. Thus, urban trees in developing
areas tend to be less diverse.
The FAO’s concept paper of the potential of urban forestry in developing countries highlighted some
key points as follow:
·Planning
Incorporating forestry into city planning and tak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urban forest resources are perhaps the most critical, yet among the most difficult steps to be taken.
Achieving coordinated planning, both within the forestry sector and between forestry and other
sectors, is an important challenge to be met. Adequat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entities
must be secured and planning for urban forestry should be integrated with planning in the energy,
water supply, urban infrastructure, waste disposal and other municipal services, food and agriculture,
and transportation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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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ublic, private, academic and community entities as well as concerned and informed
individuals should b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urban forestry. This will prevent conflict of
interest to arise. Documentation of successful cases would be useful for developing new programmes
in the city.
Planners must be aware and considerate of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rural areas as a result of
urbanization and the impact these will have on urban forestry programmes. These might include
deforestation caused by responses to urban markets for wood products, increased land prices resulting
in land use changes, and changes in labour availability affecting land and resource use. Analyses of the
dynamics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both in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terms, will
improve planning. Understanding about rural-urban migration factors will help to predict what
forest-related goods and services urban communities need and the impact they may have on forest
resources.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changes occurring on the urban-rural continuum, it is
difficult to be able to assess the soundness of both urban and rural forestry strategies.
Urban forestry activities must consider the potential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repercussions
that possible to occur. Guidelines for developing urban forestry programmes, which point out key
considerations and the potential for complementarity or conflict between forestry and other sectors
would be helpful.
·Ensuring local participation in implementing urban forestry programmes
In most countries, urban forestry programmes cannot and should not be carried out solely by the
public sector. Government should work with other entities in promoting and executing urban forestry
activities. Partnerships must be developed with community group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earch and academic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s. There are scattered examples of involvemen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 urban forestry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is much potential for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national
business as well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ope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Universities,
arboreta and botanical gardens are alread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ome places by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urban forestry. It is important that municipal entities charged with urban
forestry draw full attention to the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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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s involving inferiors may be much more difficult to develop. The programs developed
shall have net beneficial factors to increase the engagements with the inferiors, such as availability and
access to land and forest resources, beneficial componentto increase the household economy,
availability of labour and the distribution of work within the household by gender and age, zone of
city for planting, and cultural factors. Cultural factors sometimes influence certain species to be
protected in urban area. These factors do affect people's participation.On the other hand, watershed
management and land scarcity are also critical issues.Land scarcity has resulted new urban residents
live on erodible hillsides. Solutions to adequately protect the land and water resources, as well as
accommodate the needs of these people must be sought.
Ensuring meaningful community involvement in urban forestry initiatives will not always be easy.
Rapid population growth and frequent residential mobility have mostly occurred in new citie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In these cities, neighborhoods are generally heterogeneous with different
ethnic origins, religions, and even languages. Income gap within the neighborhood has also become
one of social boundaries. A lack of social cohesion of people located in a spatial unit has resulted low
participatory within the neighborhood. Hence, programmes become more difficult to carry out.
Participatory approaches, now commonly being used in forestry projects in rural areas of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adapted for use in urban areas. These methods ensure that the people themselves
are involved in planning, managing and monitoring the progress of activities.
·Forestry production potential
Most government-funded urban forestry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concentrated on
environmental amenity and services, such as water supply, air quality, modification of micro-climat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ole of forestry in addressing immediate needs of the
urban poor, including access to food and fuelwood. Developing reliable supplies in the rural areas,
ensuring adequate delivery and marketing mechanisms, and promoting alternative fuels as a
replacement for fuelwood are a few strategies prepared to overcome this condition.
Every city has different obstacles in developing its urban forests.In some cities, such as Singapore and
Kuala Lumpur, tree planting and urban forests are utilized to engage tourists.Thus,development of
urban forest has resulted in stimulating jobs and improving the overall economic level of the city.
Urban poverty has eventuallydecreased. Each city must find the appropriate place along the spectrum.

94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Institutional issues
A number of institutional issues have occurred in developing urban forestry programmes. These issues
relate to the capabilities and roles of municipal and national governmental agencies involved in urban
forestry, involvement of other potentially important partners, legality for urban tree and forest
management, and technical knowledge related to urban forestry.
Mayors, assisted by municipal officials, have been instrumental in the launching of active urban
forestry programmes in Singapore, Kuala Lumpur, some South America and Africa countries. Securing
the strong committed of political leaders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successful programmes.
Committed leaders will contribute in allocating sufficient budgets and resources, as well as promoting
urban forestry to government officials and urban residents.
Management of street trees shall be considered in developing urban forest. In many cities, trees are
poorly tended and may become public hazards. Services are needed to tend trees properly, clear roads
and storm drains of tree debris, and dispose of tree waste. Services on a sustainable maintenance shall
be prepared on the budget allocation of the program.
The comprehensiveness and enforcement of laws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trees in urban areas
vary considerably in every country. In some countries, such as Brazil, India and Kenya, legislation
related to protection of urban trees is quite comprehensive. Meanwhile, in many other countries, it is
considerably weak.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develop appropriate legal frameworks for urban
forestry.
·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rban forestry has played only a minor role in the programme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agencies to date. Those agencies can be instrumental in providing support for applied
research on tropical arboriculture and urban forestry, contributing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and
potential of urban forestry, providing improved access to information,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apabilities in planning and execution of urban forestry initiatives, and provi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urban forestry programm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which have
focused on issues of rural poverty, should be aware that large numbers of rural poor are gradually
becoming the urban poor.Thus, the issues of energy supply,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at traditionally addressed in the rural areas, merit more attention in the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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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ed collaborati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including research and
academic entitie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voluntary and community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shall be managed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C. THE KOREAN EXPERIENCES ON THE DEVELOPMENT OF URBAN FOREST
The Republic of Korea is well-known as the few countries that have succeeded in implementing
reforestation in the world alongside Germany and Japan. The latest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data in 2020 states that 64.51% of the total land in Korea is forest area. This achievement
is very impressive considering that in the early and mid-20th century,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continuous war, namely Japanese colonization, the second world war, and Korean war. This condition
driven the famous second world war heroes Douglas Mac Arthur quotes that Korea will not recover
even after 100 years. However, what General Douglas said was proven wrong. The Miracle of Han
River shocked the world and made Korea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1950s, the average forest stands in Korea drastically declined around 36-40% to 10.5 m3 per
hectare. Since then, the forest resources terrifically increase and in 2020, it has an average forest stand
of 162 m3 per hectare. This huge achievement is the result of a solid commitment from the government
and their vision on the people-oriented policy. The story of successful restoration began with the first
and second 10-year forest rehabilitation plan from 1973 to 1987. During this period, the program was
focused on tree planting for soil and erosion control and also illegal slash and burn for agricultural
prohibition. Following the programs, in 1990s government set up a substantial policy to regulating and
balancing the demand for timber (of which 90% was being imported) and public demand for recreational
forest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is is don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forest
land resources upon forest rehabilitation. Subsequently,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built a policy to support green growth and combating climate change. Finally, the
government reached a green welfare country over-extending urban forest in the cities and promoting
forest welfare.
Korean law interprets urban forests based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which includes street trees, recreational and school forest, and also the Act on Urban Park and
Green Spaces which regulates Urban Spaces. Several researches stated Korean citizens’ forest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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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social activities, isolation, peace and quiet, protection, esthetics, and biodiversity. In 2007,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developed a specific plan for urban forests (2008–2017) in compliance with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According to KFS, in 2010, the total area
for urban Forest in Korea was 1.1 million ha. Thus, at the same time, the average urban forest area per
capita for Korean dwellers was 7.76 m2. In fact, regarding the FAO and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minimum number of urban forest per capita is 9 m2. In the context of overcoming
this issue and accomplished an enlargement of beautiful and fresh green areas in the living zone, the
government of ROK has launched five strategies including construction of green networks, extend of
green spaces, quality improvement of green spaces, development of urban greening movement, and data
base establishment as shown in Table 1.
Table 1. Core Projects of Urban Forest Policy in Korea
Strategies

Key Projects

Construction of

Reinforcement of healthiness and stability of Urban Forest

Green Networks

Reinforcement of Green Networks of Urban Forest
Urban Forests
School Forests

Extend of Green
Spaces

Street Trees
Traditional Village Groves
Distribution National Flower of Mugunghwa (Hibiscus syriacus)
Providing Exemplary Model Forest

Quality

Searching Best Practice of Urban Forest

Improvement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Landscape Resources

Green Spaces

Technical Development of Urban Forest Protection, Creation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of Civilians, Enterprise, NGOs

Development of
Urban Greening
Movement

Provision of Diverse Education Program
Institutionalization of UF Creation by Private Sector
Reinforcement of Public Relations
Survey on Urban Forest

Data Base

Construc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Establishment

Nurturing Experts and Creating Jobs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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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basic plan project, local government then developed and adopted local plans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urban forests. Under these plans, different types of urban forests, including street trees, urban
parks and school forests, are being developed and maintain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urban forest area per capita has increased gradually, from 7.76 m2 in 2010 to 9.91 m2 in 2015. I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massive participation of many stakeholders. Aside from public actors, private actors
have also participated in creating and managing urban forests. Various partnerships among actors were
formed for urban forest management. Civil society exercised its power to design and manage urban forests
through increased voluntary participation. Total participants for this urban greening campaign continue to
increase every year from 338 thousand persons in 2014 to 454 thousand persons in 2016. In addition, the
regulation relating to urban forests is considered one of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success of urban forest
management development. It acted as a framework for urban forest policie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nd the last,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agreements were set to manage actors who were involved in the
urban forest management.
Apart from its successful achievements, Korea experiences highlighted two main factors which became the
main challenge. First is no long-term plann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urban forest. For the past recent
years, urban forest simply ends up being used because various operating programs that have not been settled.
Second is a low level of user satisfaction regarding ongoing maintenances. It is caused by a general unsatisfied
opinion from city dwellers including lack of amenities and rest area. In addition, they also demanding
improvement for safety management such as night light and pedestrian section conditions.
With the current global condition where number of people living in urban had surpassed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urban forest play an essential role in support urban dwellers' healthiness. Thus, in
urban policies,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urban spaces is considered a major concern. Korea has been
effectively designed strong policy in the urban forest development for the last 10 years. Hence, Korean Urban
Forest model development including its policy can be adapted and modified as best role model for the world,
especially in Indonesia.

D. THE OPPORTUNITY OF KOREAN’S SUPPORT OF THE DEVELOPMENT
OF URBAN FOREST IN INDONESIA’S NEW CAPITAL (IKN)
·Short history of forestry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tur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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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old in 2020.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established in September 1973.
However, consulate-level relations began in August 1966. The two countries continued to strive to
improve relations and cooperation bilaterally, regionally and multilaterally. Bilateral relations and
cooperation entered a new chapter during President Moon Jae-in's state visit to Indonesia on 8-10
November 2017. Through the "Republic of Korea-Republic of Indonesia 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 the two leaders agreed to improve their status. Strategic partnership was
established with focus on cooperation in four elements, namely defense and foreign relations, bilateral
trade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The bilateral cooperation are supported, among others, by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resources
and advantages of each country as well as the excellent condi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rogr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open up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to be more
widely opened. In addition, the two countries also actively support each other in various forums, bo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such as nomination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forestry sector between Indonesia and Korea have been through a
very long time, even before the existence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as
started in 1968 when a Korean company, namely PT KODECO, obtained a forest concession permit
in Batu Licin, South Kalimantan covering an area of 270,000 hectares. Then followed by several other
Korean companies to dat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1973. Since then th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orestry sector
have continued to develop. In 1979 was held the first meeting of the Indonesia-Korea Forestry
Committee (IKFC) in Jakarta. This meeting agreed on cooperation in the wood processing sector, in
which the Korean side provided technicians, funds and technology, while the Indonesian side provided
raw materials and processed wood products exported to Korea.
Korea and Indonesia have sign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cooperation in forestry
on 20 June 1987by Mr. Soedjarwo, Minister of Forest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Mr. CHOI
KwangSoo,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Korea. Cooperation in the forestry sec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escalated since the signing of MoU.
The increasing number of Korean-Indonesi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orestry sector has ins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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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parties to establish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 (KIFC). The intention to establish KIFC first
appeared in 2008, when the MoU was made between the KFS and the Indonesian Ministry of
Forestry regarding the formation of the Forest Forum. The establishment of KIFC was agreed at the
Second Korea-Indonesia Economic Cooperation Commission Meeting. It was held on 25 March 2010
in Seoul, Korea. Further details regarding the roles of KIFC later discussed at the 4th Korean Indonesia
Forum Forest, which was held in June 2010 in Jakarta, Indonesia.Record of Discussion on the
formation of KIFC was signed on 29 June 2020 in Jakarta, which was signed by KFS and the Minister
of Forestry of Indonesia. KIFC was established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KFS and the Indonesian
Ministry of Forestry in fields related to bioenergy, plantation forestry, climate change, and other
forestry issues agreed by both parties.
The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on a Cooperation Framework in the Forestry Priority Sector was sign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Dr. Bambang Hendroyono, and Deputy Minister of KFS,
Dr. Park Chongho on 28-29 October 2019. Technical Arrangements concerning Operational Renewal
of Korea-Indonesia Forest Center are an attachment and an integral part of the aforementioned
Arrangement. The scope of cooperation of the Arrangement consist of as below:
Promotion of forestry based renewable energy/wood pellets;
Peatland restoration management;
Forest and land fire management;
Promotion of eco-tourism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parks;
Campaign, awareness raising, and education on the important role of forests for the millennial
generations; and
Support for the engagement between universities of the two Parties on forestry.
Any agreed subject by both Parties.
·The coop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urban forest in Indonesia New Capital
It is important to seek possibility for the new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on development
of urban forest in Indonesia’s new capital. The cooperation could be the development of urban forest
masterplan, capacity building, promotion, and others. According to WHO’s standard on urban forest
area 9 m2 per capita, the urban forest that has to be build is around 13.500.000 m2 (1.350 ha) up to
18.000.000 m2 (1.800 ha) for 1,5 to 2 million of the population in new capital. Korea-Indonesia Forest
Center could play important role to facilitate the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urban forest in
Indonesia’s new capital as mandated in technical arrangement of the renewing of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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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한국 목재 제품 교역: 기회와 과제
Dr. Rufi’ie / 환경산림부 임산물 가공 및 마케팅 디렉터

A. 소개
1. 배경
국제 무역은 상호 합의에 따라 한 국가 거주자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와 함께 수행하는 경제 및
무역 활동이다. 국내 무역과 비교할 때 국제 무역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a)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경으로 분리되어 있음 b) 상품은 각 정부가 정한 제한 사항, 즉 세관 규정과
같은 다양한 규정에 따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운송되어야함 c) 언어, 통화, 규모, 무역법에 차이가
있음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교역을 통해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국가가 번영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절대우위론에서는 생산국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조건하에 국제
무역이 국가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을 통해 비교우위가 인건비를 반영하는 실질 비용으로 측정된다고
주장하며 특정 국가가 상품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한 국가는 생산 과정
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무역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무역 계약에 어떤 이론이나 조건이 사용 될지 고려할 수 있다.
국제 무역은 국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경제 순환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계 모든 국가로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국제 무역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a) 양자 및 다자 관계 형성 b) 신속한 상호
지원 체계 확립 c) 국가의 복지 향상 d) 내부 및 외부 이익 e) 고용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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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십 년 전부터 목재 제품 거래는 환경 보호 및 산림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연결되었다. 여러 수입국은 유통 및 교역되는 상품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과
합법적인 출처(해당 국가로 들어오는 수입산 제품 포함)에서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레이시법, 유럽연합은 EU목재규정을 시행하고, 호주는 불법벌채금지
법율을 시행하고, 일본은 현 Clean Wood Act의 모태가 된 Green Konyuho (GoHo Wood)를 만들었다.
한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최근 중국은 수입 목재 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요구하는 임업 부문의 규정을 개정했다.
세계 시장이 친환경 무역을 지향하면서 목재 제품 소비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게 된다. 이를 대비
하여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목재 합법성
인증 시스템을 공동으로 준비했다. 200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외에 거래되는 목재가
불법 벌목이 아닌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목재 합법성
인증 시스템(SVLK)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SVLK는 원산지, 허가 및 벌목, 운송, 가공 및 거래 시스템 및 절차가 인도네시아의 해당 규정을 준
수하고 모든 합법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있는 경우 목재 제품이 합법적인 것으로
규제한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의 요구와 부합하며 SVLK가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용도와 경쟁력을 높여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국민 소득과 복지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SVLK의 의무 이행은 성장하는 한국 시장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국제 시장에 대한
수출의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철강, 석유 화학, 알루미늄 등 기초 산업에 인도네시
아에서 세 번째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생활방식과 환경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위 5위 경제국 중 하나이며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 31,350달러를 기록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잠재적인 큰 시장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목재 합법성 인증 시스템(SVLK) 수용은 친환경 제품, 기술 표준기준의 적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이며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 수출을 위한 하나의 기회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Covid-19 팬데믹 이후 세계 무역 상황
국제 무역은 수출/수입, 물물교환, 위탁, 패키지 거래, 밀수, 국경 통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기업가가 국제 무역 부문에 관심을 갖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국제 시장 소비자의
구매력이 현지 시장보다 높음 b) 수출/수입 거래량이 현지 시장보다 훨씬 큼 c) 상품의 희소성이
높은 수익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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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공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0년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7.6%로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 무역 활동이
감소하게 되었다. Covid-19의 영향은 크고 방대하여 세계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잠재적인 불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국 등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가들
또한 35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6%에서 -7.6 %가 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와 일치
하며 국제기관의 이러한 예측은 Covid-19 대유행 동안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것은 매월 변동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으로 표시되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2020년 3%에서 3.5%로 초기 예측된 글로벌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3.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무역 상황
한국의 경제는 2020년 2분기부터 불황속에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회복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1.9% 증가했다.
앞서 경제학자들은 한국 GDP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는데 전년 대비 2020년 3분기에는 1.3%
하락세를 보였다. 실제로 수출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은 경제는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
으로 2020년 3분기에 15.6% 증가하여 2020년 2분기의 16.1% 감소를 반전시켰다.
2020년 3분기 수출 회복은 기계 및 운송 장비에 대한 지출이 주를 이룬 2012년 이후 가장 큰 설비
투자를 증가 시켰다. 그러나 2020년 2분기와 비교할 때 한국의 건설업은 제조업 생산량이 7.6% 증가
하면서 공장 생산이 개선되고 있다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지출도 2020년 2분기에 하락한 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여름 코로나19 재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완화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비를 늘릴 수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 바 있다.

4.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과 Covid-19 팬데믹의 영향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은 SVLK 의무 시행 이후 급격한 증가를 경험했다. 환경산림부 SILK(
목재 합법성 정보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합법적으로 인증된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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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121억 3,200만 달러로 2013년 60억 5,500만 달러의 두 배가되었지만 2019년 116억 2,100만
달러로 소폭 감소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4.21% 감소했다.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종이,
펄프 및 패널 제품이 많았고 목재 가구 및 목공, 수공예품, 합판, 베니어도 있으며 조립식 건축 제품이
가장 적은 수출 그룹이었다.
세계 시장에서 목재 제품에 대해 합법 인증을 조건으로 하였고 인도네시아도 수출시 합법 목재임을
인증하는 V-Legal 문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목재 수출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이
상당히 증가했다. V-Legal 문서는 수출 목재 제품의 합법성을 보증하기 위한 SVLK 이행의 일부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액은 표 2-1과 같다.
표 2-1. 2013년-2020년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 수출액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 수출액(USD×1,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월)

1

제지

839,683,6

980,147,7

3,164,540,5

3,116,469,2

3,456,622,1

3,952,314,7

3,868,917,7

2,648,179,9

2

펄프

1,848,770,9

1,718,772,9

2,713,952,7

2,606,954,2

2,374,250,0

2,632,555,7

2,778,695,8

1,880,256,6

3

판넬

2,606,874,6

2,755,758,2

1,777,902,4

1,620,210,5

2,199,291,1

2,562,684,8

2,146,431,2

1,589,597,7

4

목가구

48,006,0

119,820,8

1,117,637,8

870,956,0

1,353,698,0

1,423,146,4

1,428,778,5

1,093,894,1

5

목제품

639,581,0

803,341,5

788,114,6

811,814,2

1,286,858,0

1,288,836,9

1,144,156,6

796,942,8

6

목공예

992,2

16,197,8

158,266,9

110,952,5

92,416,7

115,261,2

  99,493,6

  61,265,3

7

우드칩

35,829,5

158,597,1

78,838,0

69,954,9

91,020,2

106,012,1

  57,389,3

  35,798,1

8

베니어

30,773,0

28,967,3

38,418,6

54,302,1

77,068,2

46,123,3

  91,979,1

  54,303,4

4,555,1

4,808,1

6,035,2

3,593,6

3,285,8

4,682,6

5,597,7

1,295,2

6,055,066.0

6,586,411,3

9,843,705,8

9

조립식
건축제품
합계

9,265,207,4 10,934,510,2 12,131,617,7 11,621,439,5 8,161,533,2

(출처: 2020년 환경산림부 SILK Online)

2020년 초부터 세계 경제를 공격한 Covid-19 팬데믹은 목재 제품 수출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2020년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은 2019년의 수출에 비해 감소했다.
SILK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세계 시장에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액은
미화 81억 6,000만 달러로 5.71 % 감소했다. 2019년 같은 기간에는 미화 86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2019년과 2020년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액은 표 2-1과 같다.
그림 2-1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 감소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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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9년과 2020년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액

5월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그 후 2020년 6월 수출액은 2020년 9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2020년 9월에는 전년도 동기간 수출액 9억 4,991만 달러를 넘어서도 9억 8,451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로의 복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취한 일련의 경제 부양 정책과 분리될 수 없으며
2020년 4분기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 인도네시아-한국 목재 제품 교역
한국은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SILK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한국 수출 총액은 7억 1,080만 달러로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 세계 총 수출액 116억 2,100만
달러의 6.12%를 기록했다. 이 비율로 한국은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 수출국 목록에서 중국(24.78%),
일본(11.79%), 미국(11.70%), 유럽연합 및 영국(9.38%)에 이어 5 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으로 수출하는 목재 제품은 패널, 펄프, 종이, 목공 및 가구가 주요 품목이다. 표 2-2의 자료는 SVLK
인증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2013년 4억 5,711만 달러에서 2019년 7억
1,08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2013년부터 2020년까지 SVLK 목재 제품의 한국 수출 자료(US$)
제품
1

조립식
건축제품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월)

2,363

5,850

3,150

18,842

31,790

3,232

700

-

164,520

246,525

432,256

452,634

695,790

723,485

29,427,439

19,969,010

36,635,714

41,674,331

33,103,377

27,283,482

2

우드칩

744,317

3

목가구

276,329

-   
48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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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공예

5

판넬

110,182,774 148,444,946 190,649,278 234,363,273 256,225,162 308,555,242 263,785,687 223,317,939

6

제지

22,478,968

98,701,897

137,858,867 156,868,933 137,290,793

7

펄프

292,884,745 245,262,179 233,435,025 166,557,580 174,064,677

80,366,935 180,995,819 141,809,500

8

베니어

85,028

959

9,355

44,267

3,820

113,256

72,506

     7,104

9

목제품

30,452,154

38,324,061

38,999,273

39,464,653

56,511,634

62,231,492

71,169,967

53,754,069

합계

10,023

34,623

29,182,152

1,093,772

80,314,721

1,237,435

88,851,045

2,163,924

3,329,538

4,179,717

3,867,679

  457,116,702   461,742,238 574,096,533 550,752,630   624,770,874 734,585,528   710,872,497    588,054,051

(출처: 2020년 환경산림부 SILK Online)

Covid-19 팬데믹의 영향과 관련하여 그림 2-2에 제시된 2020년 10월 30일까지의 SILK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목재 제품 수출액은 5억 8,810만 달러로 2019년
동기간 6억 640만 달러와 비교해 3.03% 감소했다.

그림 2-2. 2019년-2020년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한국 수출액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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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 무역의 기회와 과제
1. 기회(Opportunities)
1.1. SVLK, 수출/수입 정책 및 FLEGT-VPA
200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생산림 경영 성과평가와 허가권자 또는 사유림에 대한
목재 합법성 검증 표준 및 지침에 관한 산림 장관령 No. P.38/2009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영토 안팎으로 유통되는 목재가 불법 벌목의 결과가 아님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이 실행되는 것이다. SVLK는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목재 부
문의 모든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 SVLK 정책의 시행에는 정부 부처 간, 목재 분야 사업자
협회, NGO, 연구자, 학자, 산림 전문가, 국제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 등 많은 관련 당사자가 참여
했다.
SVLK는 수확, 운송, 생산 및 거래되는 모든 목재가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오고 인도네시아 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산림경영구(FMU), 목재 산업 및 목재 저장소를
포함한 모든 목재 생산 지점에 해당된다. SVLK의 주요 목표는 불법 벌목 및 불법 거래 근절을 지원
하고,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관리를 개선하고, 목재 합법성을 보장, 합법적인 목재 거래를 늘리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출처에서 유래하고 합법적인 목재 제품만을 거래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
한다.
SVLK는 첫 번째로 2013년 1월 1일 발효된 임산물 수출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P.64/2012,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4개의 HS 코드 수출에 대해 첨부 1에는 V-Legal 문서가 첨부되어야하며, 12개 HS
코드에 대한 첨부 2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현재 SVLK 정책은 지속가능한 생산림 경영 성과평가와 허가권자 또는 사유림에 대한 목재 합법성
검증 표준 및 지침에 관한 환경산림부 장관령 P.30/2016을 수정한 환경산림부 장관령 P.21/2020에
의해 규제된다. 시행령은 지속가능한 생산림 경영 성과평가와 목재 합법성 검증 표준 및 지침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총국장(PHPL)령 P.14/PHPL/SET/4/2016이다.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SVLK는 목재 및 수입 제품의 합법성을 확인하기위한 실사 프로세스
외에도 모든 목적지 국가에 대한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 수출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SVLK는 목재 합법성 보장과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처의 목재 추적 가능성으로 국제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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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수출에 방해요소가 없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목재
제품 교역은 인도네시아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임산물 수출에 관한 정책은 2020년 10월 25일부터 발효된 임산물 수출 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No.74/2020 규정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장관령은 이미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는
임산물 수출 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No.84/2016을 대체한다. 위 규정은 가장 최근에 무역부
장관령 No.38/2017에 대한 2차 개정으로 임산물 수출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No.84/2018이 수정되었다.
한편, 임산물에 대한 현행 수입 정책은 무역부 장관령 No.82/2019이 적용된다. 이 정책은 그간 몇
번 개정이 되었으며 임산물 수입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No.97/2015에 대한 두 번째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 No.13/2018을 대체했다.
유럽연합과의 양자 조약인 FLEGT-VPA(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
협약) 협약을 이행하는 프레임 내에서 SVLK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럽연합 시장으로 수출되는 목재
제품을 검증하는 도구로 인정된다. 2007년부터 유럽연합위원회와 오랜 협상 과정을 거친 후, FLEGTVPA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3년 9월 30일에 체결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 No.21/2014로
FLEGT-VPA 협약을 비준했다. 2016년 11월 15일부터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수출 목재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문서를 받은 FLEGT 면허(V-Legal 문서)를 FLEGT 면허로 사용한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29일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인도네시아-영국 간 FLEGT-VPA 협정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시장에서도 친환경적 조달을 위해 친환경 라벨 시행 절차에 관한 환경산림부
장관령 No. P5/2019와 정부 상품/서비스 조달 정책 기관장 회람 No. 16/2020 발표에 따라 친환경적
상품 및 서비스 조달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2015-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가운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하기 위한 12번 목표와 일치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정부의 상품/서비스 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No. 16/2018의
이행을 지원한다.

1.2. 인도네시아 목재 가공품 시장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특히 수산물, 철강 제품, 화학 제품 및 가공 된 목재 제품
에서 인도네시아가 개척하고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잠재적인 기회가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전자 상거래
증가로 인해 제품 포장재로 종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증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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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19년 인도네시아 무역 엑스포에서 한국은 85명의 비즈니스 대표단과 함께
참석해 3,490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했으며, 그중 하나는 가공 식품, 농산물, 가죽, 커피, 신발, 보석류,
에센셜 오일과 수공예품을 제외한 가구 제품이었다.
한국에서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목재 제품의 사용은 주거용 건축 자재로 목재 제품 사용 및
목재 펠릿 기반 바이오 에너지 사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농촌 가구 90만 가구 중 16 %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 14만 3천 가구에 2020년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2020년까지 100만톤 이상의 목재 펠릿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여주에 목재 펠릿 가공 공장을 건설하여 목재 펠릿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에서 목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으로 돌아가는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목재 건축 자재, 가구 및 종이 포장
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이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은 가구 제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가구 제품 시장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가구 제조업체와 가구 대기업 IKEA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가구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한국의 홍보 센터에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주택, 사무실, 아파트 보수용 가구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현대적인 맞춤형 디자인에 유지 보수가 쉽고, 설치가 빠르며, 고품질인 홈
인테리어 제품을 선호한다.
베트남에서 수입된 합판 제품의 경우, 현재 한국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발의가 예비 동의
판정을 받았다. 한국이 베트남 합판 제품을 덤핑으로 규정하면 인도네시아에게 도움이 되며 인도
네시아 합판 제품의 추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한-인도네시아 협력
한-인도네시아 무역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은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본 공동선언으로 수출
및 수입 시장에 대한 더 넓은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네시아는 수출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대국 중 하나이며 수출은 경제 성장에서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뗄
수 없는 활동이다. 한국은 무역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 IK-CEPA가
양국의 무역 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찾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무역 요구의 적합성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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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애물과 과제에 대한 해법의 옵션을 찾는 것 외에도 양국의 무역 기회에 대한 전망이 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예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한 현대이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시장의 길이 열리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처럼 수출형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IK-CEPA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양국은 IK-CEPA에서 양국 간 특별 협력협정 이행에 대한 요점과 세부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2. 과제
2.1. 관세 장벽
수입 관세 징수 철학은 수입 외국 제품에 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관세 장벽이라고 한다
(Nurrochmat et al. 2016). 수출세는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공된 목재 제품에 부과
되지 않는다. 수출세는 일반적으로 목재, 등나무 및 기타 천연 자원 원료, 또는 반제품에 부과되며.
수출세 부과의 목적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합판 산업이 한국 시장을 뚫기 위해 직면한 수출 장벽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메란티
목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산 메란티 제품이
희귀종이라 여겨지는 메란티 바카우 메라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메란티 바카우 메라는 인도네시
아에서 자라는 많은 종류의 메란티 중 매우 작은 부분이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주체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2. 한국 정부의 정책
한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률은 기후변
화를 저감하고 목재 사용을 권장하며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합법적인 목재 무역의 맥락에서 한국의 규제는 한국으로 거래되는 제품, 특히 고위험 국가에서 수
입되는 제품에 접근하기 전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이 정책에 따라 의무 규제 대상 품목은 원목
(HS4403), 제재목(HS4407), 방무목재(HS4407), 난연목재(HS4407), 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및
목재 펠릿(HS4401. 31)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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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목재 제품 수입업자는 산림청(KFS)에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전에 검사 기관을 지정
하고 수입업자를 포함한 목재 생산자는 5년간의 목재 합법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현재 연간 매출이 42 조원에 달하며 목재 회사는 23,000여개가 있는데 대부분 해외의 원자재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정한 기준(KS 기준)을 참조하여 희귀종인 메란티 바카우의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산 목재 수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란티 종류에 대한 다른 해석은
한국 시장에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 할 가능성이 있다.

D. 인도네시아 임업 제품의 한국 시장 수출 확대 전략
인도네시아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임업 제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을 추
구해야한다.
1. 인도네시아 목재 산업의 원자재 자립을 구축하여 해외의 원자재 공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2. 절대적 우위와 비교 우위, 고효율을 가진 주력 제품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3. 공간의 제약에 따라 ‘스마트 가구’ 제품을 선호하는 한국 시장의 취향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목
재 제품 디자인을 개발한다.
4. 환경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한국 시장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 및 생산 공정 사용을 늘린다.
5. 제품 표준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 등 한국 시장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목재 사업자들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한다.
6.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마감 품질을 향상시켜 한국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제품의 품질과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한국 가구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와 협력,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8. Kofurns,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과 같은 국제 전시회에 참석한다.
9. 한국의 상품 홍보 센터에서 인도네시아산 목재 제품의 판촉 및 판촉 수단으로 홍보관 구축, 홈쇼핑
활용, 인터넷 등을 활용한다.
10. 다양한 채널이나 매체를 통해 친환경적(eco-friendly wooden goods)이고 합법 목재 인증을 받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11. 양국 간의 목재 무역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 목재 합법성 보장 제도의 수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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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양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 교환을 한다.
12.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메란티 목재 종의 분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련된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공동 해결책을 모색한다.

E. 마치며
인도네시아는 활용 가능하고 열려 있는 한국 시장의 기회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인도
네시아 목재 제품의 산업과 수출 성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도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 시장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양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은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소통과 B2B 협력을
개선해야한다. 양측의 협력과 노력이 국가 발전을 위한 외환 수입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고자 소개
Dr. Rufi’ie(루피), 1960년 동부자바 수라바야 출생, 1985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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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석사, 2003년 호주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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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전 지역에서의 Healing Forest
(치유숲)
Dr. Nandang Prihadi / 자연자원·생태계 보전총국 환경서비스 이용국 디렉터
(Rika Sandra Dewi, Yohan Hendratmoko 공동집필)

삶에서 감사해야 할 축복 중 하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은 인간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현대의 일과 일상 활동에 대한 요구는
의심할 여지없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은 농촌 지역에 비해 이동성과 충족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에서 더 높다. 당연히 자연
으로의 복귀는 최근의 추세가 되었으며, 특히 대부분 산림 지역에 위치한 자연 환경에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다.
이것은 2020-2024년 국가 중기 개발 계획(RPJMN)과 일치한다. 산림 지역, 특히 보전 지역에서 자연
관광을 개발한다는 개념은 10개의 관광 개발 우선 지역, 즉 Lake Toba, Bangka Belitung, Borobudur,
Bromo Tengger. Semeru, Lombok-Mandalika, Labuan Bajo, Wakatobi, Manado-Likupang, Morotai 및 Raja
Ampat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중 5개 지역은 최우선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산림부 조직 및 작업 절차에 관한 환경산림부 장관령 P.18/ MenLHK-II/2015에 따라 보전
지역에 대해 환경서비스 이용국이 보전 산림의 환경 서비스 활용 분야에서 자연 관광 업무 수행 감독
뿐만 아니라 기술지도 구현에 대한 수립 및 구현 정책, 기술지도 및 평가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2020-2024년 국가 중기 개발 계획에서 환경서비스 이용국은 2개의 국가 우선 순위 프로젝트, 즉
1) 10개의 관광 개발 우선 지역 지원을 위한 25개의 산림 지역 개발 2) 임산물 및 환경서비스의 최적화를
실행해야 한다. 2개의 국가 우선 순위 프로젝트는 환경서비스 이용국 전략계획에 있는 4개의 활동성과
지표, 즉 1) 10개의 관광 개발 우선 지역 지원으로 국립공원 및 자연 관광 공원 개발, 2) SAVE (Science,

Academic, Voluntary, Education)를 컨셉으로 한 자연 관광 개발, 3) 해양 자연 관광 개발, 4) 물, 지열 및
탄소 환경서비스와 같은 기타 환경 서비스의 활용 이다. 따라서 향후 보전 지역의 자연 관광 개발은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Community, Commodity, Conservation 의 3가지 이해관계를 동기화하고
시너지화하는 전략으로 활동성과 지표를 참고로 한다.

114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우리는 산림 지역, 특히 보전 산림에 포함된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자원 자원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
축복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림 지역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풍경을 제공하며 신선한 공기와 녹색의 자연으로 가득하다. 피로를 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회복하기에 완벽한 곳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숲과 주변 자연은 치유
요법과 신체적, 정신적 회복의 장소로서 지역 사회에 매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곳을
치유의 숲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해변이나 바다, 맹그로브, 강 및 그 주변, 호수 및 주변 지역에 치유
활동을 설명하거나 산림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해 자연 치유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치유의 숲 또는 자연 치유라는 용어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보전 지역의 “치유의 숲 Healing

Forest” 활동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숲과 자연은 어떻게 육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이라는 용어는 인도
네시아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치유의 숲에서의 활동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강한
연결을 통해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연의 분위기가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고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숲 속으로 들어가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후각, 자연 소리를 듣는 청각, 바람과 물을 느끼는 감각,
색으로 선명해진 시각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우리의 오감이 활성화 된다.

그림 2-3. 알라스 뿌르워(Alas Purwo)
국립 공원에서 나무 껴안기

그림 2-4. 구눙 거데 빵랑오(Gunung Gede Pangrango) 국립
공원의 스카우트 학생 나무 껴안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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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치유와 관광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특히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과 한국은 산림에서 육체적, 정신적 회복이나 치유 활동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이다. 삼림욕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삼림 지역을 여행하고 녹색 분위기를 즐기면서
자연과 하나 됨을 느끼고 심신의 질병과 싸우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궁극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느끼는 일본에서 개발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회복 또는 치유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기대와
느낌에 근거를 두고 평가하게 둔다.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치유 활동은 다른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산림의 회복 또는 치유 활동은 방문객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호수 옆에서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갖는 방문객도 있지만, 다른
방문객에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숲을 걸으면서 새로운 휴식의 느낌을
얻을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생태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산림이 있어 방문객들이 개인의
니즈에 따라 회복 또는 치유 활동의 위치를 결정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미래 치유의 숲은 어떠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생태 관광은 많은 분야에서 발전했으며 사람들이 자연에 더 가까워 지도록 초대
했다. 그러나 회복 및 치유 활동을 목표로 하는 생태 관광 활동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Covid-19 팬데믹 상태는
지루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상승하여 삶을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건강 및 안전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산림에서 수행되는 육체적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위한 관광 및 치료 활동이 발전하고 더 넓은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회복과 치유 활동은 아픈 환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분위기에서 얻는 에너지와 열정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즉, 이
활동은 건강을 강화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 기회와 산림 지역의 복구 및 치유 활동의 필요성에 잘 대응하며 산림, 특히 보전 지역의
회복 및 치유 활동 개발을 준비하고 장려하기 위한 노력, ‘치유의 숲’ 또는 ‘자연 치유’라고 불리는 것을
시작하였다. 환경산림부 자연자원·생태계 보전총국(KSDAE)은 전문가팀과 함께 보전 지역에서 치유의
숲 또는 자연 치유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후 산림 치유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는 몇 가지 특정 영역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전 지역은 치유의 숲 활동 개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보전 지역의 산림이나 생태계의 상태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조밀하고 좋으며 물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며 신선하며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신선하고 시원하고 분위기에 때 묻지 않고
소음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 보전 지역을 육체적, 정신적 회복과 치유의 장소로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질을 높이고 일반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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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포레스트 관광 활동과 일반 관광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보전 지역 치유의 숲 개발은 신중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치유의 숲을
결정하는 주된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측면은 관리 측면, 즉 회복 또는 치유 활동에 사용할 위치 선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치유의 숲 또는 자연 치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자연 관광 공원, 야생
동물 보호 구역, 산림 공원, 국립공원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문하는 관광지와는 다른 장소로 현재
보전 지역의 76%가 접근성이 좋고 24%는 여전히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치유의 숲 위치는 접근
성이 좋은 보전 지역으로 우수한 접근성은 모든 연령대와 장애인이 회복 및 치유 활동에 안락함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관리 측면의 준비에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인적 자원 준비도 포함된다. 힐링
포레스트의 서비스는 지역 관리자와 지역 주변의 커뮤니티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가이드의 제공도 중요한 구성 요소중 하나이다. 물론 선호하는 가이드는 지역 커뮤니티의 가이드로
유능하며 필요한 경우 치유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안전 측면을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 향후 관광 가이드의 인증 및 역량 표준화는 정부가
진행할 힐링 포레스트 활동의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림 2-5. 캠핑

그림 2-6. 트레킹

그림 2-7. 흐르는 물과 신선한 공기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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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측면과는 별도로 치유의 숲 개발에서 고려할 다음 측면은 생태적 측면이다. 자연과 생물 다양
성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장소로서 보전 지역 치유의 숲의 개발은 보전 지역의 주요 기능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치유의 숲 장소로 선정된 곳은 동물의 궤적이 크지 않고, 보전 지역의 핵심 종 서식지가
아니며,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 아닌 최적지이다. 숲이 있으며 비교적 붐비지 않고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를 준비하여 치유의 숲 현장에서의
활동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회복 및 치유 활동은 인간이보고 느끼는 자연 상태에 반응하는 오감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활동
이다. 쾌적함이 회복 및 치유 활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보전
지역이 치유의 숲 위치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인 것은 편리한
위치는 인간이 자연과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치유와 육체적, 정신적 회복 과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원칙적으로 힐링 포레스트 입지는 힐링 포레스트 개발 기준을 충족하는 기온, 습도, 식생
밀도, 광도, 지형, 소음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은 표 2-3과 같이 병원의 회복실 기준 (병원
환경 건강에 관한 인도네시아 보건장관령 제7호/2019 년)을 참조할 수 있다.
표 2-3. Healing Forest 물리적 환경 척도
Healing Forest 물리적 환경 척도

점수

단위

설명

토지 경사

0 - 15

%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

식생 밀도 (정규식생지수)

0,26 - 1

온도

22 - 23

℃

대기 습도

40 - 60

%

압력

균형잡힘

보통에서 높음까지

Sound Pressure Level (dBA)

50

㏈

조명 강도

300 - 500

Lux

풍속

＜1

m/초

그림 2-8. 치유의 숲에 적합한 벙꿀루
끄린찌 스블랏 국립공원

쿨 라이트 컬러

그림 2-9. NTB주 수라난디 자연관광공원
테라피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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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힐링 포레스트 개발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다. 힐링 포레스트의
활동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휴식과 편안함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방문객의 쾌적함과 안전이 숲에서의 치유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인프라가 여전히 제한
적이거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편안하고 건강한 느낌을 얻을 수 없다. 명상/요가, 조깅 트랙,
명상/요가 장비, 쉼터 및 해먹, 건강 체크를 위한 기구와 같은 적절한 지원 시설 및 인프라 등이 준비되
어야 한다. 또한 힐링 포레스트에서의 활동은 모든 연령대와 조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지원 시설 및 인프라는 적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연령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인체 공학적이고 위생적인 요소를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방문자 측면으로 힐링 포레스트에서 진행되는 관광 및 테라피 활동은 행복과 평온함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며, 열정과 긍정적인 사고를 높이고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신체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자연과의 연결은 치유의 숲 지역에서 관광
이나 치유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핵심으로 방문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붐비는 경우 휴식, 평화 및 행복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힐링 포레스트 지역에서 관광이나 테라피 활동을 하는 방문객 간 거리
두기와 제한된 방문객 수를 정하는 것도 힐링 포레스트 운영 방법이다. 또한 보전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면 훼손되기 쉬운 지역이므로 방문객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이 지역을 보호하고 방문객에게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하기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방문객 숫자 제한은 각 지역의 수용 능력 및 면적
용량 계산 결과를 참조하여 진행하면 된다.
일반 관광과 힐링 포레스트 관광 활동을 구별할 또 다른 것은 산림 지역에서 관광이나 힐링 포레스트
관광 활동을 수행하기 전후에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활동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혈액 내
산소, 혈압, 혈당 수준 및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건강 지표를 측정하고 힐링 포레스트 활동 전과 후에
비교한다. 산림 지역 치유 활동 따라서 숲을 걷는 것이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건강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자연과 환경을 활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역 사회의 삶의 질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과 표준에 부합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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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Purwadi Soeprihanto / 인도네시아 산주협회(APHI) 사무총장

에너지 문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대통령령 제 22호를 통해 에너지에
관한 2007년 법률 제 30호의 시행령인 국가 에너지 개발 계획(RUEN)을 수립했다. 인도네시아가 직면
한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운영 현황에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와 공급 모델 만들기의 기초가 된다.
국가 에너지 현황은 경제 성장 및 국가 인구 증가 등의 역동적이 부분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
이용 개발과 분리될 수 없다. 국가 에너지 개발 계획(RUEN)에서 언급했듯이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1. 오늘날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상품으로서 석유와 가스, 석탄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석유와 가스 및 석탄의 사용은 수출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사용은 아직까지 최대화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석유, 가스 및 석탄 매장량은 점점 고갈되고 있다. 반면에 국제 시장에서 석유 및
가스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러시아, 카타르, 이란, PNG, 호주 등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국내 석유 소비 증가로 석유 수입국이
되었으며 반면에 생산량은 계속 감소했다. 국내 연료 소비의 증가는 비효율적인 소비 패턴 때문이며,
그중 하나는 연료 소비가 여전히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유 시설은 아직 제한적이며
증설 경험이 많이 없다.
또한 2007년 ~ 2010년 석유에서 LPG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국내 LPG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국내 공급을 위한 LPG 정제소의 용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그 결과 국내 LPG 소비량은 대부분
수입으로 충족된다.
3. 열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조건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에너지 수요를 고르게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의 일부인 정유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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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파이프 라인이 섬 간에 통합되지 않아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에 생산된 가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스 공급이 필요한 산업단지 및 발전소에 직접 분배할 수 없어 보조금을 받는
석유 및 가스 기반 전기 에너지가 사용된다.
4. 위 상황은 연료 및 전기 보조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EBT)의 개발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이 제한되고 최대화되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는 화석 에너지 보조금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국가 에너지 혼용에서
화석 에너지의 비율은 91.2%였고 신재생에너지는 8.8%(목표: 12.36%)에 불과했다. 발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낮은 활용도와 발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요금에 대한 병입 관세 적용이 최대치가 아님
- 구매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가 불분명함
- 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던 규제
-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음
- 제한된 금융 상품
5.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이러한 제약은 국가 에너지 개발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믹스 프로그램은 국가 에너지 개발의 우선순위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2025년에 최소 23%, 2050년에는 3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파리 협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29%의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
했고 NDC(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834 Mton CO2e에 상응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29%
목표 중 산림 부문이 17%, 에너지 부문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국가 에너지 개발 계획, 특히 바이오매스 기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과 임업 분야가 협력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면적이 1억 2천
만ha에 이르고, 그 중 약 생산림이 6,800만ha로 임업 부문이 바이오매스 기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기회
에너지 부문과 임업 부문 간의 관계를 볼 때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정책에서 몇 가지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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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산림부는 멀티시스템 조림법/재배를 통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조림 개발에 관한 장관령 No.P.62/2019을 발표했다. 혼농임업 접근법을 통해, 바이오매스 에너
지를 위한 1년생 수종과 다년생 수종의 조합은 산업조림에서 공간의 최적화를 촉진하여 에너지 조림
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및 투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No.11/2020을 발표했다. 고용창출법의 근본적인 변화 중 하나는 하나의 사업허가로 목재 임산물,
비목재 임산물 사용, 지역 및 환경 서비스 활용, 목재 및 비목재 수집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림 사업을
통한 산림 관리의 전환이다. 이 법은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에서 장관령 No.P.62/2019 에
대한 더 강력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3.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5년까지 23%의 에너지 믹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영전력회사(PLN)가
운영할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와 석탄을 혼합한 발전소에 대한 10% 혼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국영전력회사로서. 10% 혼소는 790MW에 해당하며 평균 바이오매스 필요량은 연간 420만 톤이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러한 잠재적 수요는 폐기물을 기반으로 할뿐만 아니라 에너지 조림지의 지속
적인 공급을 필요로 한다.
4. 정부는 전력 생산 비용을 여러 번, 특히 Feed in Tariff (FiT)를 설정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에너
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 4/2020을 통해 지정했다. 이 규정은 전기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 50/2017에 대한 두 번째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경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며 전기 공급 비용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전·후방 부문의 전기 개발자를 끌어 들이지 못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바이오매스 전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FiT 개선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제출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국영전력회사에서 설정한 공급 비용을 기반으로 현재 계산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가격
공식을 대체할 것이다.
5. 파리 협정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공약의 후속 조치로 현재 탄소 경제 가치에 관한 대통령 규정
초안이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령은 무엇보다도 탄소 거래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을
완화하는데 탄소의 경제적 가치 사용을 규제할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으로
탄소 가치를 상쇄할 수 있는 에너지 조림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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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도전은
가격 문제로 현재, 바이오매스 사업자들은 여전히 톱밥, 목재 가공 산업 폐기물, 벌목 폐기물, 목재
칩 및 목재 펠릿 형태의 바이오매스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급 원료는 바이오매스 활용 소규모
발전과/ 또는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혼소를 위한 투입물로 이 두 가지 노력 모두 국영전력공사가
증기 발전소를 통해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자, 특히 산업 조림/ 에너지 조림에서
원료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여전히 구매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업을 꺼려한다.
인도네시아 산주협회(APHI)의 연구(2020)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32,656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발전소 개발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공급을 충족하기위한 산업 조림/
에너지 조림의 총 면적은 약 175만ha로 계산되며 개발중인 수종은 가말(글릴리시디아)과 칼리안드
라와 같은 짧은 주기 또는 짧은 회전 코피스(SRC)로 빠르게 성장하는 수종이다. 이 지역은 약 2,449만
톤의 목재 펠릿 또는 3,873만 톤의 목재 칩을 생산할 것으로 이것이 실행될 경우 양은 연간 420만
톤의 혼소에 대한 원자재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총 산업 조림 허가가 약 1,100만ha이므로
구매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에너지 조림에 대한 면적 요건을 충족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가격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산주협회(APHI) 및 신재생에너지회(METI)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발전 용량 5∼10mWh로 설정해야하는 FiT는 11.28cent/kWh이고 용량 10mWh 이상은 kWh당
24cent로 제안한다. 한편, 가말(글리리시디아)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수종은 log 형태로 약 Rp.495,000
우드 칩 형태로 약 Rp.995,000 목재 펠릿 형태는 톤당 Rp.1,600,000로 자바섬에서 발전소까지의 최대
운송 거리가 50km이고 자바섬 외부에서 40km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수출 목적, 특히 목재 펠릿
및 우드 칩의 경우 국내 시장과 비교하여 제공되는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 외에도 고려해야 할 과제는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을 사용하여 가정용 LPG
사용을 대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규모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로 가정 및 중소기업
규모에서 널리 사용되는 3kg LPG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가정용
및 중소기업에 목재 펠릿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다. 물론 더 넓은 규모의 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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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정책
기회와 도전을 고려하여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 조림을 국가 전략 프로그
램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인센티브 및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산림 자원이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기술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자본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를 위한 바이오매스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 기계 도입시 관세, 법인세 인하 등 재정적 인센
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green product로서 바이오매스 개발을 위한 환경 기금 운영
자금 또는 기타 자금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비재정적 인센티브,
특히 각 부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방∼후방 산업 부문의 사업 허가권 진행의 용이성과 산업 조림
영역과의 통합 바이오매스 산업 구축의 용이성이 필요하다.

기고자 소개
Purwadi Soeprihanto(뿌르와디 수뿌리안토), 1969년 중부자
바 끈달 출생, 1994년 가자마자대학교(UGM) 임학과를 졸업
하고, 2008년 인도네시아국립대(UI)에서 경영학 석사취득.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산주협회(APHI) 사무총장
으로 재직하면서 Indonesian Forestry Certification Cooperation/

IFCC 회장,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임업문야 이사회 부이사
등을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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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은 과연 신재생에너지원인가?
홍정표 / 한국임업진흥원 인도네시아 법인장(PT KOFPI)

한국에서 2020년 10월 27일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원 지정을 제외시켜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왜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을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오염물질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
둘째, 온실가스배출이 저감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배출량이 늘어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
셋째, 목재 생산지의 산림이 황폐된다.
이러한 근거가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목재펠릿 산업은 발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 비중은 더 커질 전망입
니다. 그렇다면, 목재펠릿은 무엇이고, 현재 목재연료재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진행 중인
목재바이오매스 시험조림사업의 의미와 도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목재펠릿의 부활
목재펠릿은 톱밥을 고온압축으로 성형기에 통과시켜 만든 원기둥 형상의 고밀화된 톱밥에 불과합
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그런지 사업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여 많은 분이 이 사업에 도전하고 계십
니다. 그리고 목재는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재료 중 하나임에도 왜 고온압축 성형으로 톱밥이
뭉쳐져 목재펠릿으로 생성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재펠릿을 물에
담가 놓으면 신기하게도 그대로 톱밥으로 변합니다. 고온고압을 이용한 목재 용접(wood welding)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면 못이나 접착제 없이 목재를 연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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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목재펠릿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저가 대체
에너지 원료로 1976년 독일인 Dr. Rudolf Gunnerman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오일 가격안정과
더불어 목재펠릿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90년대에
들어와 목재펠릿(목재)은 기후변화 대응 논리와 함께 부활하
였습니다!
목재의 기후변화 대응 논리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목재를
많이 쓰면 쓸수록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국가정책으로 실행하고 있습
니다.
목재펠릿

먼저, 이 논리를 누가 개발했는가 하면, 유럽 소재의 북미 목재
제품을 파는 사람들(유럽 CEI-Bois 협회)이 만든 것으로, 이
논리가 크게 성공하여 매우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목재이용 기술발전과 목재 수요를 만들어 냅니다.
한국은 목재산업 중에 목재펠릿만이 이 논리가 성공적인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본 글 중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목재펠릿의 기후변화 대응 논리
기후변화의 요인은 지구의 온도상승입니다.
향후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더 올라가면 생물의
절반이 죽고 결국, 지구는 자체 온도회복 능력을
잃어버려 더 이상 인류는 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는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많은
온실가스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입니다.
주요 온실가스의 구성 (출처: www.ep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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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는 쉬운 예로 방귀입니다.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방귀도 제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이 에스토니아 국가에서는 축산업계에 소 방귀세금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은 나무(tree)나 썩은 목재(wood)도 상당량 메탄가스를 배출한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온실가스든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그렇다면, 목재의 기후변화 대응 논리는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목재는 주로 이산화탄소(CO₂)
온실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재펠릿 제품만을 놓고 생각하면, 목재펠릿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
연료재라 합니다.
목재는 많은 양의 탄소(C)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태우면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합
니다.
아니?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 기후변화 대응 논리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
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심지어 뿌연 연기의 대기오염물질도 발생시킵니다.
목재를 태우면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듯이…. 그래서 도심에서는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소원 청구자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나 목재는 나무로부터 나온 것으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고 탄소는 다시
자기 몸속에 저장합니다. 이래서 탄소중립이라 인정받습니다. 즉, 속된 말로 대기 중으로 탄소배출이
“똔똔”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땅속 깊숙이 자고 있는 탄소를 지상으로 끌어와 연소시켜 대기
중에 배출만 하고 회수할 방법이 어려우니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불립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 논리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재펠릿 산업이 번창하도
록 만들어 준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맞다고 대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논리에 대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재펠릿은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대신 목재펠릿을 가정에서도 쓰고
화력발전소에서도 써서 화석연료가 내뿜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목재펠릿이 신재생에
너지 타이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목재펠릿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목재펠릿을 만들 때 소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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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운송연료 에너지 등은 결국 온실가스배출의 순수한 증가를 초래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발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인 햇빛이나 바람을 얻는데 온실가
스를 배출하지 않아! 그냥 발전장치 한번 설치하면 끝!” 이것이 청구자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 목재펠릿은 톱밥으로 만들어진다.
목재펠릿은 톱밥으로 만듭니다. 이 톱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사실, 목재펠릿 사업은 톱밥 생산 사업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지 목재펠릿은
톱밥 생산에 펠릿 성형공정이 추가될 뿐입니다. 이제부터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톱밥과 목재펠릿
생산의 가치사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은 열, 전기 등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에너지 소비가 많을수록 온실가
스가 많이 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곳이 어디인가 조사하였습니다. 크게 교통
(transportation), 산업(industry), 건축물(building)로 나누어 보면 건축물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운영하면 냉방, 난방, 조리 등으로 에너지(operational energy)가 소비됩니다. 이를 줄이
려는 엄청난 노력으로 에너지가 소비가 없는 제로 에너지(Zero-energy) 건축 기술까지 발전하였습
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축물 운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건축하는 자체에서 더 많은 에너지
(embodied energy)가 소비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로, 건축물에 골조(뼈대)에 사용되는 철골과
콘크리트는 생산 및 운송 등에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목재를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논리 개발의 주요 대상은 바로 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개발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른 건축재료 대신 목재로 건축물을 지으면 1㎥당 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축된다.”
2000년대 이 논리가 목재 분야의 산업혁명이라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긴 이야
기를 짧게 하면, 오늘날 새로운 목재 제품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다음의 사진과 같이 목조로 24층
빌딩을 세우고, 선진국에서는 공공건축물은 목조로 지어야 한다는 법까지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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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24층 목조빌딩

그림 2-11. 목조빌딩의 일반적 구조

즉, 목조건축에 이용되는 구조용 제재목의 생산으로 엄청난 목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량의
제재목 생산은 또한 엄청난 양의 톱밥과 목재부산물도 따라서 생겨나게 됩니다.
원목에서 제재목을 가공하면 일반적으로 50~60%의 수율을 얻습니다. 원목이 100이라면 50~60은
제재목으로 생산되고 40~50은 톱밥이나 기타 부산물로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재소 입장에서는 이 버려지는 목재를 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속에 매립하기도 하고
소각시키기도 하여 어찌 됐든 처리를 해야 했었습니다.
이때 목재펠릿 생산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모두 수거하고 처리해줄 테니 버려지는 톱밥, 부산물 다 우리에게 다오”
이것이 전통적인 목재펠릿 산업의 탄생 배경과 가치사슬 구조입니다. 북미와 유럽, 기타 임업
선진국들은 이러한 목재펠릿 원료공급 구조로 고품질의 저렴한 침엽수 목재펠릿을 생산합니다.

130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그림 2-12. 스페인 세빌에 위치한 Metropol Parasol 목조공공건축물 (출처: google earth)

균질한 톱밥 원료를 거의 공짜이다시피 얻고, 건조된 목재의 부산물들이라 건조 비용도 안 들고,
그냥 제재소에서 얻은 톱밥을 들어붓기만 하면 펠릿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유럽의 목재 이용의 확대 논리로 제재목 생산은 더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제재부산물은 더 많이 나와
목재펠릿 산업도 더욱 커집니다. 이때가 제 기억으로 대략 2000년 초반부터 급격히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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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목재 및 목재펠릿의 수요를 폭발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말씀드린 목조빌딩이 활성화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미미했던 목조건축이 증가하면서 철골, 콘크리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시장이 뺏기는 것에 위기
감을 느낍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 과정 분석(LCA)을 해보면 목재가 결코 콘크리트보다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적지 않다는 연구논문도 발표하고, 증가한 벌목은 숲을 파괴하고 산사태 증가를 초래
했다는 논리로 목재건축재료 이용 증대에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청구자들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목재의 기후변화대응 논리가 전 세계에서 승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공격으로 승자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 목재바이오매스 조림과 목재펠릿
한국에서 목재펠릿 수요의 폭증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발전사의 수요에 의한 것
입니다.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목재펠릿 사업구조에서, 충분한 톱밥을 공급할 수 있는
제재소가 없습니다.
제재부산물이 아닌 어디에선가 톱밥을 구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사업이,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글릴리시디아 수종-목재바이오매스 시험조림사업입
니다.
대규모 조림을 통해 얻은 목재로 톱밥을 만들고 목재펠릿을 생산하여 발전사에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것이 시험사업의 목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통적인 목재펠릿 사업구조를 생각하면 이 시험
사업의 걸림돌은 가격경쟁력입니다.
누구는 거의 공짜로 톱밥을 가져와 목재펠릿을 만드는데, 목재바이오매스 시험조림 사업은 조림,
톱밥 파쇄, 건조 공정이 필요하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추가 비용을 상쇄할 방법으로 생각해 낸 것이 조림을 “단벌기 맹아갱신” 수종을 이용하는 것입
니다.
단벌기란 3년 정도만 키워서 벌목하여 쓴다는 이야기이고 맹아갱신 수종은 한번 나무를 심고 베어
내면 잘린 도마뱀 꼬리처럼 스스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초기 조림비용만 지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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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아갱신을 5회 반복하면 대략 15년이고 이 기간 안에 벌채 수확을 5회 반복하면 추가 비용이 상쇄
될 수 있다는 사업모델입니다. 물론 사업모델 개발에서 도출된 이론적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검증하는 작업이 현재 이 시험사업의 목표라 하겠
습니다.
검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업 자체의 성과보다는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계획대비 성과 지체와 행정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확실한 실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실제 결과가 지연되는 원인은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인위적 저해 요소 때문입니다. 인위적 저해요소는 대부분 제도나
규정의 문제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참고할만한 정보나 이용할 수 있는 기존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이러한 저해요소들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본 시험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시험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목재펠릿 산업의 위험요소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로 구분됩니다. 목재펠릿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됩니다. 명확한 에너지 구분에 대한 정의는
2014년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
니다.
한국의 총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로서 목재바이오매스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겠습
니다. 아래의 표는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표하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잠정치
자료입니다.
표에서 한국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19%(잠정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치는 20%인데 2018년 수치와 비교한 상승 폭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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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구분

2019

전년 대비 증감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증감률(%)

기여도(%)

1차에너지(천toe)

307,501

100.00

303,796

100.00

△3,706

△1.21

-

신·재생에너지

17,837,507

5.80

18,795,894

6.19

958,387

5.37

100.00

재생에너지

17,098,676

5.56

18,088,615

5.95

989,939

5.79

103.29

신에너지

738,831

0.24

707,280

0.23

△31,552

△4.27

△3.29

태양열

27,395

0.2

26,912

0.1

△483

△1.8

△0.1

태양광

1,977,148

11.1

2,813,722

15.0

836,574

42.3

87.3

풍력

525,188

2.9

570,820

3.0

45,632

8.7

4.8

수력

718,787

4.0

594,539

3.2

△124,248

△17.3

△13.0

해양

103,380

0.6

101,030

0.5

△2,350

△2.3

△0.2

지열

205,464

1.2

213,852

1.1

8,388

4.1

0.9

수열

14,725

0.1

21,756

0.1

7,031

47.7

0.7

바이오

4,442,376

24.9

4,599,927

24.5

157,550

3.5

16.4

폐기물

9,084,212

50.9

9,146,058

48.7

61,845

0.7

6.5

연료전지

376,304

2.1

487,619

2.6

111,314

29.6

11.6

IGCC

362,527

2.0

219,661

1.2

△142,866

△39.4

△14.9

재
생

신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폐기물에너지(48.7%) 다음으로 바이오에너지(24.5%)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너지는 예로, 폐타이어나 폐윤활유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중의 상승 폭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재펠릿은 재생에너지 안에서 바이오에너지에 속합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시 아래의 표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원(발전)별(1)

바이오

에너지원(발전)별(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바이오가스

121,142

138,600

170,599

175,007

매립지가스

252,312

238,584

255,827

242,172

우드칩

132,176

54,486

52,518

53,786

목재펠릿

2,512,521

2,679,313

3,722,931

4,837,318

폐목재

96,324

-

-

-

흑액

263,411

259,219

259,643

256,667

하수슬러지고형연료

282,542

284,973

331,095

405,314

Bio-SRF

652,965

1,127,409

1,431,740

1,782,965

바이오중유

1,233,190

1,454,982

1,242,311

1,6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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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원에서 목재펠릿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0%로 가장 높습니다. 2015년 대비 약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총발전량과
비교하면 목재펠릿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는 바이오에
너지 절반인 약 13%를 차지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87%는 다른 에너지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재펠릿 산업 관계자와 이야기해보면, 주요 수요처는 발전사인데 발전사
들은 계속 목재펠릿 소비를 증가하고 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발전사들이 실용적으로 쉽게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 수요가 높지만, 다른 경쟁
에너지원인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기술개발 등으로 발전단가가 하락하면 언제든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가격안정으로 시장에서 사라졌듯이, 발전사의 외면으로 사라지지 않으리
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목재펠릿 반대론자의 공격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 목재펠릿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전망 그리고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현재 저는 목재바이오매스 시험조림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사업의 확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을
통한 목재펠릿 생산은 목재펠릿 산업을 공격하는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이
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출처: www.fpl.fs.fe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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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의 부활은 목재의 기후변화 대응 논리로 부활하였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으로 에너지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이에 따른 논리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로, 한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논란이 많은데, 에너지 논리 관점에서 보면, 원전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우위에 있는 시대로 봅니다. 한때는 엔지니어링의 꽃이라며 인류에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 칭송되었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반대론자들의 탈원전 논리가 세계적 확산 추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은 목재의 기후변화 대응 논리를 훼손시키고 목재펠릿 반대론자
들의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반대론자들의 주요 공격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산림생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재바이오매스 조림과 같은 단일
수종 조림은 임지 활용 측면에서 산림생태 파괴로 봅니다. 팜나무 농장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공격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일반 제재용이나 펄프·제지 용재림도 단일수종이 많지만,
이러한 용도의 조림은 현대 인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지구에서 사라져도 별 영향이
없는 목재펠릿을 위해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목재펠릿 사업자와 발전사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반대론자들은 공격합니다.
둘째는, 목재제품 또는 나무가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 중 탄소를
천연으로 목재의 고체 덩어리에 격리(또는 저장, 발음하기도 힘든 carbon sequestration이란 표현을
주로 씁니다) 하는 기능 때문입니다. 목재가 탄소격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탄소격리 기간입
니다. 일반 조림은 벌기령이 10년 이상 조림 기간을 가져 탄소 격리기간이 긴 반면,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은 2~3년으로 단기간입니다.
또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은 탄소격리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겁니다. 위의 표는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
격리기간입니다(표에서 pallets는 목재펠릿이 아닙니다. 운송 밑판으로 쓰이는 팔레트입니다.)
목재 제품별로 탄소격리 기간을 살펴보면 종이는 1~6년, 목재가구나 철도침목 30년, 목교나 파고라
등은 67년, 목조주택은 80~100년입니다.
반대론자의 관점에서 목재펠릿은 단지 화석연료 사용의 미미한 대체 효과만 있을 뿐, 탄소격리 기
간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를 생각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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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와 같은 반대론자의 공격 논리에 설득력 있는 반박 논리가 잘 생각
나지 않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을 통한 목재펠릿 생산에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은 시장논리에 따라 폭증한 목재펠릿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목재펠릿 산업계의 대응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통적인 목재펠릿 산업구조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마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서두에 이야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목재펠릿 산업 관계자
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황
당해하며 화부터 냅니다.
요즘 많이들 말하는 확증편향으로 목재펠릿의 친환경성, 우수성을 다룬 정보만 얻고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목재의 기후
변화 대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논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대론자들이 헌법소원으로 공격이 들어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목재펠릿 반대 논리를 개발하여 여러 형식으로 더 강하게 딴지를 걸 겁니다. 헌법
소원은 비록 각하되었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구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wood pellet climate change”로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압니다.
목재펠릿이 각광받던 시절 검색 결과는 “목재펠릿 좋아요” 일색의 내용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
기사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목재바이오매스 조림과 목재펠릿 산업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고 냉철히 판단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기고자 소개
홍정표, 서울대 임산공학 석사를 졸업하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
럼비아(UBC) 대학에서 임학박사 학위 취득, 캐나다 목재연구소
(FPInnovations)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SK임업으로 옮기면서 목
재펠릿 사업관리를 담당, 이 후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 후,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인도네시아 법인장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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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림분야 외교 이야기
이준산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임무관

올해 2월 4일 자로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에 임무관으로 부임하여 약 9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2020년 산림분야의 주요 외교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간략하게나마 산림가족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1. 어렵게 체결된 이탄지복원 협력사업 LoA: 외교는 소통!

그림 2-13. 인도네시아 중부수마트라 지역 이탄지 훼손 전 (출처: Global Carb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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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인도네시아 중부수마트라 지역 이탄지 훼손 후 (출처: Global Carbon Project)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 이탄지(약 2,414만ha) 보유국입니다. 그러나 이중 18만ha를 제외한 대
부분의 이탄지가 크고 작은 규모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확대 등을 위해 배수로를 건설하여
이탄지의 물을 모두 빼고 나면 그 자리에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탄지는 땅 속에 썩지 않은 식물이 가득
차 있다보니(동일 면적 식생에 비해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 한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진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와 같은 훼손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0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법령 제·개정
및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지 통권 5호(2018년) 64-76p 참조).
우리나라도 산불·기후변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조코위 대통령 방한 정상회담 시
(2016.5.16.) 양국 간 「이탄지 복원 협력 MoU」 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간의 사전연구 등을 거쳐 ’19년
부터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본격적인 이탄지 복원사업(훼손된 이탄지의 재습지화ㆍ재조림 등)을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LoA 체결이 지연되면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결국 ’19년에
배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한 채 ’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임무관으로 부임하자 마자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접했습니다. 양국 간 여러 차례에 걸친
모든 공식 미팅이 있었고, 서한도 오고갔으나 인도네시아 측의 답변이 늘 시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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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자국에 도움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임 직후, 환경산림부 국제협력국장과 부임인사 겸 첫 미팅을 가졌을 때에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듯이 ‘이탄지
복원사업 LoA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저와 이성길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장
모두 올해 초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본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다짐했으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거의 한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답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외로 환경산림부 공무원이 아닌 KEHATI(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 재단)라는 인도네시아
NGO의 Diah라는 분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Diah 선임 자문관은 저에게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 식당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LoA 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본 사업을 지연시킬 의도가 없다. 환경
산림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Ati 과장이 Key-man인데, 그녀는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싶어한다.
다만, Ati 과장과 한국측 간에 <소통 문제>가 있다고 전해 들었다.” 고 말을 꺼내며, “한국 측이 상당히
aggressive하여 Ati 과장이 소통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대화 방식을 부드럽게 바꾸고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것만 보여주면 그녀가 대화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지원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액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외교적인 소통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위층들과 상시 교류하는
저명한 NGO 활동가이자, 저에게 이모 뻘 되는 어른의 매우 진솔한 조언이었습니다.
그 날부터 Diah 선임 자문관의 조언을 따라 보기로 했습니다. Ati 과장에게 WhatsApp을 통해 ‘한국은
완전히 마음을 open하고 인도네시아 측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변화가 보였습니다. Ati 과장은 저에게 마음을 open하고 대화하겠
다는 의사를 표명해준 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COVID-19 상황으로 대면미팅이 불가능하니, 대신
WhatsApp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Ati 과장은 본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악과 인도네시아의 문화 등을 메시지로 보내주며 얼어붙은
마음이 녹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유쾌하고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탄지
복원사업에 관하여 본인이 요구하는 바들을 솔직하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요점은 다음과 같
았습니다. “이탄지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부사업과
예산배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지 주민들이 돕지 않으면 ODA는 실패하기 때문이다. 한국 측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140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주민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ODA 사업을 통해 증명된 바였기에 논리적으로도
수용 가능했고, 그녀가 요구한 세부사항들을 검토해 본 결과, 본래 사업 목적 달성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에 여러 루트를 통해 ‘OK’ 사인을 보냈습
니다. 결국 환경산림부 국제협력국장은 ‘한국 측이 open-mind로 변했다’며, Ati 과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들을 한 데 모아 LoA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고,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올해 9월에 LoA가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최초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Diah 선임 자문관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인니 산림센터의 이성길 센터장과 이영주 실장께서 놀라울 만큼 헌신적으로
뛰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내용 변경 요구를 허락해준 산림청의 결정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직 생활을 13년간 해왔으나, 외교관이라는 옷을 처음으로 입어본 저에게는 무척 흥미로운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지원국이 갑의 입장이 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수원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로지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뿐이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의 소통’이다. 둘째, 공식적인 루트로 계속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외부의 조력자를 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 그것이 ‘뒤에서의 소통’이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외교는 결국 소통인 듯 합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뒤로도 소통하고...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이탄지가 잘 복원되어 우리의 기술력도 세계에 알리고,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LoA
체결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최초에 저에게 조언을 주었던 Diah 선임 자문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
니다. 그 때 그녀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이제부터 Mr. Lee가 업무 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야
기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실제로 <한-인니 산림협력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꼬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한국의 아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글을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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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산불대응>: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세계로!

그림 2-15. 인도네시아 중부칼리만탄 Palangkaraya 지역 내 산불 모습 (출처: Jakarta Post)

그림 2-16. 인도네시아 이탄지 내 산불 모습 (출처: UNEP)

142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정부의 정책들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성공사례 중 하나인 우리의 산림녹화 관련 기술과 경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산불대응 분야를 추가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산림청은
작년 4월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2020 신(NEW)산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치밀한 대응을 실시한 결과, 올해 5월에 강원도 고성 산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K-산불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인도네시아에 접목시킬
계획이며, 이는 <신남방정책> 중점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3,255ha의 산림이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약 4,500배에 해당
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작년 한 해에만 160만ha의 산불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225만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충청남ㆍ북도를 합한 면적보다도 큽니다. 한국 산림청에 근무해온 저로서는
가늠하기 조차 힘든 규모입니다. 게다가 산불의 피해는 단순히 산림훼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네
시아에서 작년 한 해 산불에 의해서만 무려 7.2억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
시아의 연평균 국가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가 90만
명에 달하고, 경제적 손실이 52억USD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인니 총 GDP의 0.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산불 문제는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는 올해 2월 말, 우리 대사관 앞으로 <산불 모니터링 센터 시범사업
제안>이라는 제목의 외교 서한을 통해 ODA 사업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산불대응을 도와
달라는 일종의 지원 요청서로서, 5년간 약 4백만 USD를 투입하여 ICT를 접목한 과학적인 산불대응 모델을
만들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수차례 이루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물이지요.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재국 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서한을 받아보는 것은 참으로 뿌듯한 경험이었
습니다. 비록 일종의 도움을 요청받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일이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몸담고 있던 우리나라 산림청과 산림분야에 대한
높은 평가이기에 기쁨이 배가 되는 듯 합니다. 이번 산불대응 분야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력사업
요청도 양국 간 협의 단계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산불대응 기술과 경험을 받아들이길
희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국제사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지위가 격상된 국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아야 내 모습이 더욱 잘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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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 해외에 나와서 바라보니 우리나라의 모습과 위치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듯 합니다.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의 외교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큰 행복이고, 오늘의 대한민국를 만들어 준
우리의 선배 세대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본 산불대응 분야의 협력사업이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효과
적으로 지켜내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K-산불대응>이라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
이외에도 합법목재 교역을 위한 양국의 협력, 합판 수입 관세 관련 공방, AFoCO 사무총장 선거 관련
논쟁 등 산림분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러한 이슈
들을 공유를 하고 싶으나,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번 <한-인도네시아 임업동향>이 발간될 때에는 위와 관련한
많은 어려움들이 해소되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산림 가족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며,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발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 유관 제공 및 업무 조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주는 한-인니 산림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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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and Korea Join Hands to Restore
Degraded Peatland in Jambi, Indonesia

Peatland is a unique ecosystem that has an ability to store twice as much carbon as all the global forests. This
characteristic makes peatland an important factor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Peatland is also rich in
biodiversity, In Indonesia, it is home to wildlife species including elephants, orangutans, tigers, fish, and birds.
Indonesia holds around 24 million ha of peatland which is home to approximately 23% of the world’s
tropical peatlands1). By these areas, Indonesia is estimated to store around 57 GT of carbon and ranks as one
of the largest tropical peatlands in the world2). In Indonesian archipelago, peatland spreads in several islands
including Sumatera, Kalimantan, Sulawesi and the largest is in Papua. The government of Indonesia classifies
peatland area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ecosystem function: protection and production function.
As a complex ecosystem, peatland is fragile and under pressure. Disturbing peatland will potentially affect
the hydrology of the whole landscape. Once the vegetation is removed and the peat dome – a part of
peatland hydrological unit situated in an elevated area that stores huge amount of water – drained, it will dry
out and very flammable. Peatland is characterized as a sponge, when the water is “squeezed out”, peatland
will be deflating. This problem will lead to the land subsidence, flood, as well as fires in the dry season. In line
with the growing needs of people have led the exploitation of peatland for agricultural both by smallholders
and companies. The history of peat draining was begun when the peat draining technology was introduced
for plantation. The development of canal to drain the peatland makes the water from peatland flows out to
the canal and being drained.
In Indonesia specifically, many peatland areas have been drained as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of

1) Decree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on Determination of the National Map of
Peatland Ecosystem Function 2017
2) FAO. 2020. Peatland Mapping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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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genic canals to convert the land for other land uses, such as palm oil and industrial wood plantations.
As the resul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 Republic of Indonesia reported that forest
and land fire occurred in 2019 burnt the peatland areas around 227.304 Ha3). In addition, peat fire is so much
harder to fight because mainly it is smouldering underground for a long time, re-emerging away from the
initial source, and release huge amount of combustion. World Bank reported that peat fire caused up to 90%
of the haze during the largest forest and land fire in Indonesia which occurred in 20154).
Peat Fire can be considered as a transboundary problem that can cause a wide-ranging social and economic
impact in the regional, national, or international scale. The global communities concern about this issue and
start to collaborate each other to prevent forest and land fire by carrying out peatland restoration activity.
Learning from the past, Indonesia has committed to rehabilitate about 2 million hectares of peatland under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The government has also released some regulations regarding
peatland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as well as implementing restoration program in several degraded
islands throughout Indonesia.

그림 2-17. State Visit of the President of Indonesia to South Korea in 2016 (source: setkab.go.id)

3) Forest and Land Fire Indicative Area in 2019, 69% is Lower than in 2015. http://ppid.menlhk.go.id/siaran
_pers/browse/2151
4) World Bank. 2015. Indonesia’s Fire and Haz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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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action
Recognizing these issues, the Korean government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peatland restoration program
that are one of the priorities of Indonesian government. As a country with a slight area of peatland, Korea
wants to learn on how to conserve peatland ecosystem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lobal carbon
emission.
To take into an action, Korea and Indonesia shapes a Joint Project on Restoration of Burnt Peatland in
Jambi Province, Indonesia. As a start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Republic of Indonesia
(MoEF) and Korea Forest Service Republic of Korea (KFS) have officially signed the Letter of Arrangement
(LoA) as the legal basis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allelly, the MoEF signed the document on 31
August 2020 in Jakarta and continued by the KFS on 9 September 2020 in Daejeon.
This initiative is a follow up of the previous agreement signed by both parties during the state visit of the
President of Indonesia, Joko Widodo, to South Korea in 2016. At that time, there were 14 MoUs signed by

그림 2-18. Map of HLG Londerang (source: Directorate of Peatland Degradation Control, Mo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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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countries, and only four MoUs signing witnessed by the President of Indonesia and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Moreover, one of the four MoUs is about joint peatland restoration program which was signed
by the Indonesi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tno L.P. Marsudi and the Minister of Korea Forest Service,
Shin Won Sop. This indicates that this program is a concern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an extensive process of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including inputs from stakeholders and
peatland experts, both parties agreed to conduct the project in Jambi province specifically in Londerang Peat
Protected Forest (known as Hutan Lindung Gambut Londerang – HLG Londerang)
HLG Londerang is one of the tropical peat forest ecosystems remaining in Jambi Province, Sumatera
Island. The total area of HLG Londerang is 12.500 ha situated in the border of Muaro Jambi and Tanjung
Jabung Timur District – and part of Mendahara-Batanghari Peat Hydrological Unit. Covered by shrub and
fern, HLG Londerang is in critical condition because it has suffered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the past. According to the Peat Restoration Agency (BRG), the burnt area in HLG Londerang in 2015 have
reached 11,255 ha or around 90% of the total area. The existence of canals for drainage affects the sustainability
of peatland ecosystem in Londerang landscape. To reduce the impact of drainage, Indonesian government
started regulating water levels and rewetting activities on peatland.
This project will contribute in restoring some part of the hydrological function by constructing canal
blockings and installing water tabl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water table. With canal blocking water
is expected not too fast out and flow in the canals, so the area becomes relatively wet. Rewetting peatland will
also make the ecosystem back to its ideal condition and keep away from fires. After the canal blockings have
been established, to restore the ground vegetation in Londerang, this project will also carry out a 200-ha
planting activity with native peat species by involving local communities.

그림 2-19. Knowledge Sharing about Peatland
Restoration in Jakarta (2019)

그림 2-20. Stakeholders Meeting and
Socialization of Peatland Proje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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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involvement matters
In this project, local communities will be involv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project. They will
participate in the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including the maintenance after the
project has done. Facilitated by local facilitators, the communities from 10 surrounding villages will be
stimulated to decide the best solution in managing peatland ecosystem and increase their livelihood. This
bottom-up planning approach is going to be used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to allow the local
communities resolve the problem based on their experience by a guidance of the local facilitators. By doing
so, the project is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in overcoming problems in the site level.
The involvement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s an
inseparable part of this project. As the project management team, the Korea-Indonesia Forest Center (KIFC)
make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ate of Global Forest Resources Division, KFS and the Directorate of
Peatland Degradation Control, MoEF as the Executing Agency of the project to work hand in hand with the
local government. Currently, the project has making an extensive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such as Forestry Service, Environmental Service, Regional Planning Agency, Forest Management Unit, and
many other related stakeholders. Meetings and socializations have been done several times with the local
stakeholders to gain inputs and ideas to make the project running smoothly and effectively.

그림 2-21. Field Survey to HLG Londerang

그림 2-22. Peatland in HLG Londerang

Recently, the Directorate of Peatland Degradation Control (PKG) in collaboration with KIFC conducted a
meeting and field visit in Jambi inviting the relevant stakeholders. The meeting and field visit were aimed to
survey the prospective site for revegetation in HLG Londerang. Besides that, the team also visited some
potential villages and met the key persons of the village to survey the potential location for Mini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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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ini education center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is project. This center is
expected to represent sustainable peatland management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peatland characteristics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This center is planned to have a demonstration plot that would allow
the visitors to see the peatland ecosystem and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peatland.
When the center has been established, it is expected to be a sample that could be duplicated to different
locations.
In addition, series of trainings for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will also be conducted before an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is activity is expected to enhance the capacity of both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Installation of web-based monitoring system which interconnected to
the MoEF’s monitoring system will also be set up for this project.
The project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22, all the lesson learned from the project could be emulated
for the similar initiatives to provide wider and sustainable impacts for the rehabilitation of peatland ecosystem
in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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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eywords of Forestry in Indonesia
Deforestation in Indonesia h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20

“Global deforestation has recently decreased by almost 40 percent, and Indonesia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cline. Indonesia's annual deforestation has reached more than 3.5 million hectares in the period 1996
to 2000, but has dropped sharply to 0.44 million and will continue to decline in the future,” said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Siti Nurbaya, in panel discussion of The State of World Forests 2020 (SOFO 2020)
on Friday in Rome, Italy.
The Government of Indonesia, for the first time, will receive grants for the work in reducing GHG
emissions from Norway. It was estimated to reach USD 56 million or more than IDR 840 billion for
successfully reducing the rate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s well as various other supporting
policy consistency, under President Joko Widodo's administration, in reduc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he grant was received on June 2020.
The Government of Indonesia, thr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KLHK), has also
submitted the results of Indonesia's REDD+ performance for the 2014-2016 period, with GHG emission
reduction volume of around 20.3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tCO2eq). This achievement has
granted Indonesia a fund of USD 103.8 million as performance payments through the Result Based Payment
(RBP) scheme from the Green Climate Fund (GCF).
Keyword: #Defor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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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Deforestation in Indonesia from 2002-2019 (Source: World Research)

그림 2-24. Headlines on USD 103.8 million fund from Green Climate Fund (GCF) as deforestation
performance of Indonesia.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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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bus Law and its Impacts on Indonesia’s Environment
The term Omnibus Law first appeared in President Joko Widodo's first speech after being inaugurated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 second time. In his speech, President Jokowi mentioned a
concept called the omnibus law. At that time, Jokowi revealed his plan to invit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PR) to discuss two laws that would become the omnibus law. First, Job Creation Law, and the Law on
Empower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MKM).
The existence of the Job Creation Law, which simplifies more than 70 regulations in Indonesia to increase
investors’ interest to invest and open businesses in Indonesia, was aimed to increase job opportunities. Various
laws were amended, including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the Forestry Law.
Behind the ease of investment, there is a high risk to the environment. One of them is the amendment to
Article 18 paragraph 2 of Law Number 41/1999 concerning Forestry, which states that the area of forest areas
that must be maintained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at least 30% of the area of river basins and/or islands
with a proportional distribution. In the Job Creation Law, the minimum limit of 30% forest area is removed.
This Job Creation Law was passed on 5 October 2020.
Keywords: #Omnimbus #Law

그림 2-25. The protests against Omnibus Law (left), the police officers form a riot line during the
protests (right). (Source: The Jakarta Post)

The New Capital for Indonesia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s stated by President Joko Widodo on 26 August 2019, plans to move the
State Capital (IKN) to East Kalimantan, to be précised in Kutai Kertanegara Regency and North Pena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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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er Regency. The IKN vision of “Smart, Green, Beautiful, and Sustainable”is expected to become a city that
promotes social and modern inclusion, while still paying attention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new
IKN will also adopt urban forestry for its city management.
Urban forestry is defined as the management of trees in urban and suburban areas through planned,
integrated, and systematic approach and its contribution to the physiological, sociological, and economic wellbeing of urban communities.
Environmental benefits of urban forestry are landscape enhancement, recreation, education, and general
well-being; a habitat for wildlife; climatic modification; the control of air and noise pollution; erosion
control; the protection of catchment areas for urban water supplies; and the productive use or safe disposal
of urban wastes. On the other hand, trees in an urban environment also pose a variety of potential problems.
Apart from the sometimes-high cost of their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they may be a hazard to human
safety, cause structural damage to buildings and other infrastructure, and possibly obstruct the supply of solar
energy to solar power generators. Urban trees are also subject to vandalism, and the dumping of waste.
Keyword: #New #Capital

그림 2-26. The new capital of Indonesia is projected in East Kalimantan (left), the design of the
new capital of Indonesia which will adopt urban forestry for its city management.
(Source: The Guardian)

The Current Condition of Land and Forest Fire in Indonesi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KLHK) stated that the number of hotspots has decreased of
up to 91.54% compared to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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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0, three main strategies will be carried out to prevent forest and land fires. The first strategy is
operational control in the Integrated Task Force system at the regional level which is strengthened by the Fire
Care Community (MPA) and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technical and paralegal knowledge. The second
strategy is climate analysis through Weather Modification Technology (TMC). The third strategy is
development of landscape governance.
A few hotspots were still found in Riau, South Sumatra, Kalimantan, and East Nusa Tenggara. However,
forest and land fires in Sumatra and Kalimantan are certainly not as severe as last year. Forest and land fires
in South Kalimantan are still under control due to the influence of wet drought. Apart from that, helicopters
were also provided for water bombing and patrolling from the above.
Until now, the distribution of hotspots is still under control. However, small hotspots are still found and
small fire still occurred occasionally. This fire originated from the activities of clearing agricultural land by
residents, including indigenous people who cultivated the fields.
Keyword: #Land #Forest #Fire

그림 2-27. Precautions against forest fire in Indonesia. (Source: The Jakarta Post)

Ecotourism is a Trend, Soon After the Pandemic is Over
The covid-19 outbreak has emerged since March 2020 till dates in Indonesia. Several policies have been
applied to suppress the covid-19 cases. Thus, society have waited for long holiday to refresh their mind when
this covid-19 outbreak is over. One of the most potential tourism is eco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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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natural tourism attractions have prepared to open again after this pandemic is over. Socialization to
local community and stakeholders was taken place as one of effort to minimize the spread of Covid-19. Some
locations have been considered safe to visit, as those are far from the crowds and some are green zones or not
exposed to Covid-19. Those places are Kebumen, Banyuwangi, Pontianak, Sabang, and Tanah Toraja.
All the tourist attractions shall apply health protocol to open up its place again. Rules of wearing mask,
washing hands, and keeping distance from each other have be reminded to every visitor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part from that, ecotourism has been chosen as one of the most visited places to recover from
this covid-19 pandemic. Collaborations between locals, government, and investors shall be increased in this
sector.
Keyword: #Ecotourism

그림 2-28. The successful ecotourism in Banyuwangi (left), the tourists apply health protocol
during the visit in tourist attractions (right). (Source: Jurnal Indonesia (left), Kabar2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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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툴생태교육모델숲과
롬복 뚜낙생태관광센터 웹 세미나 개최

2020년 4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산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WFH'(재택근무)와 ‘di rumah saja’(집에 있기)로 관광업계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양국의 협력 사업지인 센툴생태교육모델숲과 롬복 뚜낙생태관광센터도 임시 휴관을 하게
되었다. 한-인니 산림센터에서는 코로나19를 생태관광산업의 위기상황인 동시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
기로 하고 센툴생태교육모델숲와 롬복 뚜낙생태관광센터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웹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다.
먼저 2020년 4월 17일(금) “포스트 코로나19, 롬복 뚜낙생태관광공원의 기회와 도전”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웹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뚜낙생태관광이 직면할 위기와 기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니 산림센터에서 이성길 센터장, 수겅 공동센터장 등이, 인니 환경산림부에서는
생태계보전국 환경산림서비스과 요한 사무관 외 3명이 그리고 NTB주 자연보전소에서는 아리 소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가하여 총 19명이 함께했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뚜낙자연관광 개발의
기회와 도전 및 뚜낙의 자연관광 마케팅, 홍보 전략, 뚜낙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인적자원 잠재력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으며 참석자들간의 다양한 의견교환도 뒤따랐다. 이날 이성길
한-인니 산림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현 생태관광산업의 위기를 ‘산림을 통한 웰빙’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미디어인 아그로 비즈니스 기자와 롬복 포스트 기자가 참석하여
한-인니 산림센터의 뚜낙생태관광센터에 대한 지원현황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각광을 받게 될
생태관광의 발전가능성과 그러한 발전을 위해 센터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기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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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0년 4월 23일(목)에는 “포스트 코로나19 센툴생태교육모델숲, 생태관광발전의 기회와 도전”
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한-인니 산림센터에서는 이성길 센터장 외 5명이,
인니 측에서는 국영 영림공사 본부 밤방 짜투르 운영이사, 보고르 FMU 아흐맛 루슬리아디 소장 등
관계자 총 27명이 참석하였다.
본 웹 세미나는 센툴생태교육모델숲과 유사사례인 롬복 뚜낙휴양생태사업을 소개하고 코로나19를
생태관광 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내용의 논의가 뒤따랐다. 또한, 영림공사 본부에서는 센툴생태교육
모델숲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보고르 군정부에서는 지역 생태
관광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보고르 FMU에서는
센툴생태교육모델숲 마케팅 및
홍보 전략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지역 언론사인 라다르
보고르(Radar Bogor) 기자는 이날
세미나를 참관하고 한-인니 산림
센터의 센툴생태교육모델숲 지원
현황 및 협력활동 그리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대비
책 등을 기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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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산림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2020년 9월 4일(금) 한-인니 산림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망갈라 와나박티 림바완 I 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환경산림부 Dr. Bambang 사무차관 대행인 국제협력국 Dr. Teguh Raharja 디렉
터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이준산 임무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센터 운영위원 및 협력
사업 파트너 등 3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였다.
본 회의는 한-인니 산림센터의 사업보고 및 Workplan 제안, 롬복 뚜낙생태관광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힐
링포레스트 관련 신규사업 모색, 센툴모델숲 시설정비사업과 잠비 이탄지 복원사업 진행사항 등 한인니 산림센터의 주요사업 전반 논의에 이어 추가적으로 향후 사업이 종료될 룸핀양묘장 및 센툴모델
숲 사업에 대한 적절한 출구 전략수립 방안, 미래 잠재력이 풍부한 목재 바이오매스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논의 등으로 이어졌다. 본 운영위는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회의를 겸해 진행되었으며 2011년 한-인니 산림센터가 개소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회의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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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부 - 연구개발혁신원(FORDA)을
분리하고 환경산림표준원을 신설

환경산림부에서 연구개발혁신원(FORDA)을 분리하여, 연구기술부로 합병하는 2020년 대통령령
제92호(No.92/2020)가 2020년 9월 14일(월) 서명됨에 따라 기존 연구개발혁신원이 없어지고 “환경산림
표준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니어명 “Badan Standardisasi Instrume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영문명은 “Agency for Instrument and Standardization of Environment and Forestry”이며, 국문으로는 “환경
산림표준원”으로 번역된다. 환경산림표준원은 환경 및 산림 부문의 표준 도구에 대한 적용 및 적합성
평가뿐만 아니라 각종 정
책의 수립기능과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혁신원의 現 아
구스원장(DG급)은 한국 기관
들과의 친분이 두터우며,
한-인니 산림센터의 이탄지
복원사업 LoA 체결 등에
큰 역할을 했다. 현 장관으
로부터 신임을 받는 아구스
연구개발혁신원 원장이 환경
산림표준원 원장으로 유임
될시한국과산림협력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우호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2020년 2월, 107주년을 맞은 환경산림부 연구개발혁신원
(FORDA) (출처: 환경산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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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툴 다목적 야외 교육강당 이전공사 착공식

센툴생태교육모델숲의 다목적 야외 교육강당 이전공사 착공식이 2020년 10월 6일(화)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한-인니 산림센터에서 이성길 센터장, 수겅 자문관, 다누 공동센터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인니 측에서는 국영 영림공사 와흐유 꾼쪼로 사장과 아니스 운영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기존 한-인니 협력 사업으로 건축된 다목적 야외 교육강당이 지속적인 지반침하로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아 이전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예산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 해체 후 이전
설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설치 지역의 수목 제거를 최소화하고 기존 건물 자재를 최대한 재활
용하는 방식으로 지어질 예정으로 완공 후 밀레니얼 세대 교육, 학생 교류협력, 스카우트 교육, 숲체험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공사의 안전한 완공을 기원하는 이슬람식 축원 및 인니 전통 나시 뚬뻥 커팅을 했
으며 착공식에 참석한 영림공사 사장 일행은 한-인니 산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센툴생태교육모델숲
시설물 등을 둘러본 후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관광 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
였다. 본 다목적 야외 교육강당은 2021년 상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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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업인의 날 기념식 및
인니 퇴직 임업인회

한국 임업인의 날 기념식
산림청은 지난 10월 30일(금) 대전 케이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정기념일인 ‘임업인의 날’ 은 우리 주변의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매년 숲가꾸기 기간(11월 1일~30일)의 첫날인 11월 1일로 지정되었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50여 명만 참석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유공자 훈·포장
전수식 및 산림명문가 증서 수여식으로 축소 진행됐다.
특히 이날 코린도 前 부사장이며,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前 회장인 김훈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
하였다. 김훈 대표는 서울대 임학과 졸업 후 코린도에 입사하여 35년간 인니에서 산림자원 분야에 종사
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산림협력에 가교역할을 해왔으며, 인니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회장으로
양국의 바이오매스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번 포장을 받았다. 김훈 대표는
코린도에 근무하며 얻은 조림경험을 바탕으로 무림제지 등 국내기업의 인니 진출을 돕고, 또한 2010년
부터 한국인 해외산림인턴 중 31명을 코린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68명의 한국인을 관련 업체에 채용
시키는 등 한국 임업인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한국 임업인의 날 기념식, 박종호 산림청장(왼쪽)과 김훈 대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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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퇴직 임업인회 소개
인도네시아에는 산림 분야 퇴직 공무원들의 단체인 인니 퇴직 임업인회(HPK)가 있다. 공식명칭은
퇴직 임업인회이며, 영문명 The Retired Forester Association 인니어로는 Himpunan Pensiunan KehutananHPK로 불린다.
수자르워 前 산림부장관(Soedjarwo, 재임기간 : 1983년∼1988년)이 1984년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하고 회원의 복리증진 및 산림시책에 관한 홍보·자문 등을 통한 임업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
하였으며, 자카르타 환경산림부 내에 자리한 사무국에 현재 5명의 상근직원이 있다. 현 이사진(2020
년-2024년)은 환경산림부 장차관, DG급, 영림공사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Mr. Prie Supriadi(
前 환경산림부 감사실장), 부회장은 Dr. Bejo Santoso(前 환경산림부 장관정책자문관)이고, 사무국장과
6개 분과가 있다.
1985년 1차 전국포럼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6일 2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9차 전국포럼시 현 임원진이 선출되었고, 임명식은 2020년 3월 16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협동조합 기금을 활용한 조합원대상 소액
단기대출사업, 퇴직 임업인 자녀 대상 장학사업, 병석에 있는 퇴직 임업인 방문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퇴직 임업인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회원은 산림부 퇴직 공무원, 산림분야 공
기업(영림공사, 임업공사) 및 임업분야 퇴직
자로 현재 27개주에 약 1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운영예산 대부분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전국포럼, 전국조정회의 등 주요
행사 개최 시 환경산림부의 지원을 받는다.
현임 쁘리(Prie) 회장은 2020년 3월 18일 Agro
Indonesia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퇴직
임업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림부 위탁
사업, 생태관광사업, 임업분야 컨설팅 사업
인니 퇴직 임업인회 2020-2024년 회장 Ir Prie Supriadi
MM 前환경산림부 감사실장
(출처: agroindonesia.co.id)

등으로 재정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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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룸핀양묘장 방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인니 산림협력사업지인 룸핀양묘장 방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7일(금) 룸핀양묘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 및 바수키 공공사업부 장관, 후도요 유역 보호림 통제국장과
함께 서부자바주 보고르군에 위치한 룸핀양묘장의 조직배양실, 채수포, 증식동, 경화동, 온실 등의 시설
물을 시찰하고 향후 룸핀 특수목적산림지역(KHDTK) 160ha에 1,600만본 묘목 생산이 가능한 현대식
양묘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되는 묘목은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분배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추가 건설될 현대식 양묘장은 신수도 예정지와 토바호(북부수마트라),
만달리카(NTB), 라부안 바조(NTT), 리꾸팡(북부술라웨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룸핀양묘장이 이들 신규
양묘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문한 룸핀양묘장은 2005년-2010년 코이카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인니 정부에 이관된 상태이나, 산림청이 사후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인니 산림센터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룸핀양묘장은 현대식 영구 양묘장
조성 사업의 Center of Excellence로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코이카와 한-인니
산림센터의 지원으로 조직배양기술 전파 및 양묘교육과 실습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한 기술보급
확산과 묘목 무상분배로 인도네시아 황폐지 복구, 도시숲, 학교숲 조성에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경제 수종을 주민들에게 분배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룸핀양묘장과 룸핀교육훈련원을 중심으로 한 룸핀 특수목적산림지역(KHDTK) 개발 사업이 이번
대통령의 방문으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니 산림센터에서는, 향후 진행 사항을 주시
하며 추가 협력이나 신사업 발굴 기회를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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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핀양묘장을 시찰하는 조코위 대통령(왼쪽)과 시티 환경산림부 장관(가운데)

룸핀양묘장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언론발표 (출처: https://youtu.be/qg3iB2UJo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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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지·맹그로브복원청(BRGM)
신임 청장 임명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이탄지복원청(BRG)을 이탄지·맹그로브복원청(BRGM)으로
변경하며 신임 청장 임명
2020년 12월 2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0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끝나는 나지르 푸앗(Nazir Foead)
이탄지복원청장 후임으로 Mr. 하르토노(Hartono Prawiraatmadja)를 신임 이탄지복원청장으로 임명했다.
2016년 1월 6일 대통령령 No.1/2016에 의해 5년 임시기관으로 설치된 이탄지복원청(BRG: Bidan
Restorasi Gambut)은 2019년 7월, 향후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 맹그로브 복원까지
수행하는 이탄지·맹그로브복원청(BRGM)으로 변경된 것이다. 기존 활동 대상지였던 7개주(리아우,
잠비, 남부수마트라, 서부칼리만탄, 중부칼리만탄, 남부칼리만탄, 파푸아)에 6개주(북부수마트라, 리아
우제도, 방카블리퉁, 동부칼리만탄, 북부
칼리만탄, 서부파푸아)를 더하여 총13개
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120만ha 이탄지
생태계 복원과 60만ha 맹그로브숲을 복원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르토노(Hartono Prawiraatmadja) 신임
청장은 동부자바 나위(Ngawi) 출생으로
1981년 가자마다대(UGM) 임학과를 졸업
하고, 1998년 영국 에든버러대(University
of Edinburgh) 자연자원경영 석사를 취득
했다. 환경산림부 자연자원·생태계보전국
보전지역 디렉터로 재직 중 2016년 이탄
지복원청이 신설되자 사무총장으로 재직
그림 3-2. 하르토노 청장 임명 축하
(출처: 이탄지복원청 홈페이지 brg.go.id)

하다 이번에 청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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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USE TRAINING:
SUSTAINABLE ECOTOURISM MANAGEMENT
TOWARDS FINANCIAL INDEPENDENCE

The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and diverse cultures of Indonesia have been affirmed as ‘golden
resources’ by international tourists. From natural and human resources to rich cultures, Indonesia is extremely
potential for tourism sites, especially the ecotourism sites. Three basic principles of ecotourism are economic,
social-cultur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Ecotourism sites must be in harmony with the nature to
preserve the environment. However,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local
community shall be maintained as well to reassure the longevity of the ecotourism business. Collaboration has
been one of alternatives to develop any potential ecotourism sites.
Collaborative cooperation, that involving either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has
escalated the intensity of relation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The bilateral rel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ndonesia has significantly improved year by year since 1968. Meetings related to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stry were conducted several tim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Korea-Indonesia Forest Center
(KIFC).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 (KIFC) was established to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in field of forestry. One of the project cooperation is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ecotourism
management. Currently, there are twoecotourism projects developed by KIFC. Those are Tunak Ecotourism
Park (TWA Gunung Tunak) in Lombok and Sentul Eco Edu Tourism Forest (SEETF) in Bogor.
Tunak Ecotourism Park (TWA Gunung Tunak) was established in 2018. The master plan of the ecotourism
project was developed by KIFC and BKSDA NTB, in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distinctive
feature of Tunak is the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y, who are members of the “Tunak Besopoq”
community group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this project. This is considered important in order to
maintain the social culture of the local community and improve the local community welfare. The sit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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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in Lombok, West Nusa Tenggara. This location is strategic as an alternative ecotourism besides Bali
and Nusa Penida. Lombok Island, especially TWA Gunung Tunak, offers beautiful landscape in the form of
preserved hidden beaches and natural forest. TWA Gunung Tunak also has several supporting facilities such
as Tunak cottage, butterfly ecology center, deer sanctuary, and camping ground.

Meanwhile, Sentul Eco Edu Tourism Forest (SEETF) was developed by KIFC in collaboration with
KPH Perum Perhutani Bogor with an total area of 677.8 Ha. SEEFT is a model of forest resource management and ecotourism based on ecology and education. SEETF has a strategic location between the
capital city of Indonesia, DKI Jakarta, and the city center of Bogor, as well as various programs and
facilities for nature-based recreation. Those advantages are considered beneficial in developing SEETF
as one of potential ecotourism centers.

Considering advantages of those two ecotourism sites, KIFC, as a supporting organization, conducted
a training to improve sustainable ecotourism management towards financial independence. This training
was held for 4 days, from 13 to 16 October 2020. The training aims to improve management knowledge
and skills, both TWA Gunung Tunak and SEETF, in developing business schemes for financial 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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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ence. The training was attended by TWA Gunung Tunak management, BKSDA NTB, SEETF
management, and KPH Bogor Perum Perhutani. KIFC collaborated with Gunung Walat University
Forest (GWUF) and Taman Nasional Gunung Gede Pangrango (TNGGP) to carry out this training.

GWUF is a forest area built by Faculty of Forestry and Environment IPB University with the aim of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i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especially in financial independence. Various business model, such as carbon trading (REDD) schemes, selling pine and agathis dammara resin through a legal cooperative (known as “Koperasi”) business model, and utilizing facilities are
developed by GWUF for education and research purposes. Organizational vision and mission, business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motion strategy, ecotourism management with local community involvement, and also finance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management were also
shared by GWUF management through this in-hous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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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Taman Nasional Gunung Gede Pangrango (TNGGP) is located in Cianjur and
considered as one of successful ecotourism in West Java. The application of updated technology is one
of major factor in development of TNGGP, such as online tracking registration and 1-day service
implementation. Other factors are the involvement of community and the implementation of business
model ‘Koperasi’ have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TNGGP.

Through this in-house training, different business scheme will be adapted for each site considering
their resources and condition. The participants are looking forward to another training in the future. This
is, surely, the beginning for TWA Gunung Tunak management and SEETF management to strive for
advanced eco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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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수는 인문학이다
사공경 /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소나무라면 인도네시아는 야자수이다. 소나무가 한국의 정서를
대변한다면 야자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애국적인 노래를 많이 만든 이스마일 마르주끼(Ismail Marzuki)는
<야자섬의 유혹 (Rayuan Pulau Kelapa)>이라는 노래에서 “평화롭고 비옥한 야자수의 섬. 아주 오래 전부터
야자수는 해변에서 손짓을 하며 찾아오는 이에게 속삭이고 있지. 우아하고 눈부신 섬을 찬양하고 있지.
나의 조국 인도네시아를” 이라고 찬미하고 있다. 이는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국민가요이기도 하다.

(출처: 한인니문화연구원)

야자수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왔나
식물의 분류단계는 식물계(Kingdom)로 시작해 문(Division), 강(Class), 목(Order), 과(Family), 속(Genus), 종
(Species)의 하위분류로 내려간다. 우리가 흔히 야자수라 부르는 코코넛나무(coconut palm)는 속씨식물문
(Angiospermae), 외떡잎식물강(Monocotyledoneae), 종려목(Arecales), 야자과(=종려과)(Arecaceae=Palmae),
코코야자속(Cocos), 학명(속+종)은 Cocos nucifera 이다. 코코넛나무는 종려목의 유일한 과인 야자과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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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록 교목인데, 인도네시아어로는 끌라빠나무(pohon kelapa)라고 한다. 야자과나무는 영어로 팜나무
(palm tree)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손바닥을 뜻하는 palma에서 유래되었다. 하나의 줄기 끝에 손바닥
펼치듯이 잎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코코넛(coconut)이라는 단어는 14세기 서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열매의 외피를 벗기면 보이는 세 개의
검은 눈 같은 점(새싹이 나오는 곳)에서 포르투갈 민속에 나오는 고블린(goblin)이라는 마녀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고블린은 포르투갈·스페인어로 ‘coco’인데, 이는 '머리' 또는 '해골'을 의미한다. 포르투갈 상인
들이 인도에서 유럽으로 코코넛을 가져가 ‘코코’라 불렀고 영국인들이 딱딱한 과일을 의미하는 nut를 붙인
것이다. 1280년경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nux indica’(인도의 딱딱한 과일)가 수마트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에 연유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코코넛을 ‘머리’라는 뜻의 ‘kepala’에
기인하여 끌라빠(buah kelapa)로 부르게 되었다.

그림 4-1. 코코넛에 있는 고블린을 연상시키는 세 개의 검은 눈 (출처: 위키페디아)

코코넛나무(이하 야자수)는 30m(98ft)까지 자랄 수 있다. 년 평균 20-27도·습도 65-80%, 년 강수량
2,000-2,500mm에서 최적으로 자라며, 1,000m 고지에서도 자라지만 저지대 또는 해발 0~450m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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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잘 자란다. 원산지는 아시아 쪽 인도양 연안이나 말레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 된다. 또
한 오스트로네시아 인들의 이주와 함께 태평양 연안으로도 전파되었을 것이다. 식물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빠르게 확산된 야자수는 현재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위 25도와 남위 25도
사이의 열대 지방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
야자수는 자연적으로는 해변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동
시켰거나 조류의 영향일 것이다. 물론 바람도 꽃의 수분과 증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코코넛
(열매)은 휴대하기 편하고, 잘 썩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항해 시대 때 배에 많이 싣고 다녔다. 과육이
퇴화하여 생긴 연녹색 외피 안쪽에 있는 목질의 섬유질 층은 가볍고 성기게 형성되어 섬유질 사이에
있는 공기가 부력을 만들어 물에 잘 뜰 수 있고, 바닷물에도 잘 견디어 해류를 타고 무려 5,000km
까지 갈 수 있으며, 바다에서 3개월 이상을 떠다닌 후에도 싹을 틔울 수 있다고 한다. 야자수의 생명
력이 엄숙하기까지 하다.
줄기가 탄력성이 있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바람 많은 해안이나 염분 많은 모래사장에서도 잘 자
란다. 줄기는 갈라지지 않고 한줄기로 끝에 4~6m의 큰 잎이 가늘게 갈라진 형태로 20여개 무리지어
달려 있으며, 다 자란 줄기(나무의 몸통)는 직경이 약 46cm 정도이다. 또한 야자수는 나이테가 없다.
대나무처럼 줄기에서 2차 생장을 하지 않는 초본식물이기 때문에 부피생장이 없어서 제 몸속에
나이를 그려넣지 않는다고 한다. 수령은 줄기의 높이·지름의 길이·잎의 수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야자수는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인간과 달리 넓이로 말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는 숭고함으로 말한다.
질긴 생명력이나 하늘하늘 손짓하는 잎이나 유연한 줄기, 그리고 넓이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인도
네시아 사람을 닮았다. 야자수는 다른 나무와 달리 관다발이 줄기에 불규칙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겉껍질에 기이한 무늬를 만든다. 나무껍질에는 그 결이 숨 쉬었을 오랜 자연의 시간이 느껴진다.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아이콘, 야자수
야자수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이다. 1억 2천만 년 전인 백악기 시대의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니, 신생
대에 생성된 인도네시아 땅보다도 훨씬 깊고도 깊다. 야자수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은 아득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며 문화적, 종교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기원 신화에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고전이기도 한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나 아랍문학을 대표하는 <천일야화(아라
비안나이트)>의 ‘신드바드의 모험’에서도 코코넛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자바나 발리에서 다산이나
풍요를 상징하는 데위 스리(Dewi Sri) 여신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여신은 천상의 질서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시신은 지상으로 떨어졌는데, 그녀의 머리에서 야자수가 자랐고, 배꼽(혹은 눈)에서는 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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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신화는 인도네시아의 힌두·이슬람시대 이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벼의
여신이며 생명의 어머니인 그녀의 몸에서 ‘생명의 나무’ 야자수가 태어난 것이다. 천상의 여신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자수는 천상이 그리워 하늘로 치닫는 것일까.
야자수의 신화적 이야기는 현대에 재해석되어 창조적 영감을 주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꺼뚜빳(ketupat, kupat: 자바·순다어) 문화는 르바란 때 라마단 금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자는 의도
에서 15세기에 자바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차 인도네시아 전역에 자리 잡았다. 꺼뚜빳은 쌀 등을 어린야
자(야누르, janur) 잎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짠 주머니에 넣어서 쪄서 만든 것을 말한다. 자바어로
꺼뚜빳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종려나무나 어린야자 잎을 엮어 짜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상징하고, 하얀 밥(떡)은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기도를 지킨 후 죄로부터의 구원과 순결을
의미한다고 한다. 꺼뚜빳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신과 서로에게 용서를 비는
아름다운 문화는 이슬람 이전에도 있었다. 발리힌두인 들도 제물로 꺼뚜빳을 바쳤고 일상에도 함께
한다. 꺼뚜빳 형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으로도 사용된다. 이 문화적 동화와 신념을 통해 꺼뚜빳
문화는 진보하고 있다.

그림 4-2. 꺼뚜빳(ketupat) (출처: Jakarta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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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사람들은 야자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발리(Bali)’는 산스크리트어로 ‘바친다(wali)’에서 유
래한다. 발리 사람들은 해가 뜨면서부터 파아란 하늘 아래 펼쳐진 야자수를 벗 삼아 가족(개인) 사당에
있는 발리 힌두 신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짜낭사리(canang sari)를 바친다. 발리어로 sari는 ‘꽃’, canang은
‘어린야자 잎으로 만든 작은 바구니’를 말한다.

그림 4-3. ‘세상에 주어진 평화에 감사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짜낭사리 (canang sari) (출처: 사공경)

그림 4-4. 제단에 어린야자 잎으로 장식한 제물이 놓
여 있다. (출처: 사공경)

그림 4-5. 오달란 축제에 제물, 짜낭사리를 들고 가는
발리 여인들 (출처: 사공경)

발리에서는 언제나 축제를 만날 수 있다. ‘뻰조르(penjor)’를 높이 올리고 제물인 그봉안(Gebongan)을
높이 이고 사원으로 가는 제례행렬에는 종교적 신성함이 느껴진다. 그 신성함에는 야자수가 있다. 뻰
조르는 끝이 휘어진 긴 대나무 막대기에 신과 조상이 준 땅의 선물인 노란빛 어린야자 잎으로 꾸미고,
끌라빠도 매달면서 자신의 염원을 담는다. 뻰조르는 발리 힌두교 신자들이 중요한 의식에 사용하며, 장
식되어 있는 야누르와 끌라빠는 신의 영적인 힘을 나타낸다. 발리력은 일 년이 210일이다. 발리의 대표
적인 축제는 조상영혼이 내려오는 날을 기리는 갈룽안(Galungan) 축제나 사원이 세워진 날을 기념하
는 오달란(Odalan) 축제이다. 오달란 축제만도 6,000번 열린다. 발리에는 6,000개의 힌두사원인 뿌라
(Pura)가 마을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축제 때마다 대로변 양쪽에도 동네어귀나 골목골목 집집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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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뻰조르를 달아서 마치 숲처럼 보이기도 한다. 발리 힌두의 최고신인 상향위디와사(Sanghyang Widi
Wasa)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발리는 뻰조르와 함께 온통 축제 속에 들어가는데 야자의 낭만과 함께
고대에 와 있는 것 같다. 뻰조르 숲속을 걸으면 저절로 신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굽은 뻰조르처럼 머
리가 숙여진다.
자연물로 만드는 뻰조르는 그 자체가 예술작
품이다. 뻰조르는 발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도처에서 결혼식이나 종교 의식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도 헌신과 감사와 축하의 의미로도 항상
만날 수 있는데 야자장식으로 인한 예술성은
축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든다.
발리에서 건물은 야자수 보다 높지 않다. 실제
로 발리에는 그런 법적인 규제가 없으나 그들은
건물이 풍광을 해치지 않도록 관습으로 이 전통을
지킨다. 또한 신이 야자수 위를 걸어 다닌다는
속설도 있어서 건물이 야자수 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인가 발리에서 만나는 야자수는
성스럽기까지 하다.
야자수를 통해 그들은 신께 더 가까이 가고 전통
문화를 전승시키면서 유대감이 생기고 과거와
오늘을 살아간다. 이처럼 야자수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아이콘이다.
그림 4-6. 뻰조르(penjor) (출처: 사공경)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야자수’
야자수는 사람처럼 80~90년을 살지만, 사람과는 달리 아낌없이 다주고 간다. <한 그루로 아버지, 아들,
손자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삼대 나무(three-generation tree)’라고도 부른다. “코코넛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음식과 음료, 배와 옷을 마련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동남아의 격언이 있듯이
코코넛 나무의 쓰임새는 1년 365일과 같이 많다. 이처럼 열대지역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니
‘생명의 나무(tree of life)’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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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자라며, 2016년 열매 생산량은 총 59백만톤으로 이
중 인도네시아가 17.7백만톤(1위), 필리핀 13.8백만톤(2위), 인도11.1백만톤(3위), 브라질 2.6백만톤(4위)을
기록하였다.> 세계 코코넛 공급량의 약 1/3이 인도네시아인 셈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루를 빗자루 소리로 시작한다. 야자수 잎의 마른 주맥(midrib)으로 만든 빗자루는
우리나라의 싸리 빗자루보다 튼튼하고 가볍고 촘촘하여 한손으로도 마당을 쓸 수 있고 먼지떨이로도
사용된다. 잎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야누르(janur)라고 불리는 어린야자 잎은 장식용이나, 모자
나 매트, 직물 재료로 사용되며, 잘 말린 잎은 지붕이나 연료로도 사용된다. 수명이 다해 떨어진 잎들도
나무 주위에 흩어져 야자수에게 영양분을 준다.

그림 4-7. 야자수의 쓰임새 (출처: ‘한국인이 알아야 할 인도네시아’ 저자 노경래 )

야자수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지만 열매(코코넛)가 가장 가치가 있다. 잘 익은 코코넛은 시간이 지
나면 땅에 뚝 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아한다. 약 12년 동안 인간에게 유익한 나무로서의 자격
을 갖춘 후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1년에 30개, 최대 75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직경 10~20cm 이상
이며, 노란색, 녹색 또는 갈색을 띤다. 안쪽 껍질에 흰색의 스펀지 같은 것이 남아 있는 배유(내벽에 있
는 부드러운 속살인 과육과 코코넛 워터)를 흡수하면서 싹을 틔운다. 인도네시아에서 ‘끌라빠 무다
(kelapa muda)’라고 부르는 어린 코코넛 안에는 우리가 주스로 마시는 약 1ℓ의 코코넛 워터가 있다. 2
차 대전 중에 링거 주사액으로 사용되어 열대의 태평양 주둔군 병사들을 구했다고 한다. 코코넛 워터
는 다양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해독 효과와 진정 효과가 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특히, 망
간(효소·지방대사)과 구리(뼈·심장기능강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캐스
트 어웨이(Cast Away)’를 보면,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이 코코넛 속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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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시도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무인도에 코코넛이 없었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 >
어린 과육은 우리가 스푼으로 파먹는 흰 부분인데 코코넛이 익으면 과육이 점차 두껍고 단단해지면
서 코코넛 워터는 상쾌한 맛이 없어진다. 말린 코코넛 과육인 코프라(copra)에서 짜낸 기름은 식용오
일, 마가린으로 만들어져 식단을 풍부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비누, 양초와 화장품의 원료에도 이용
되고, 남은 찌꺼기는 비료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 거친 섬유질인 단단한 야자껍질에서 바닷물에
매우 강한 섬유인 코이어(coir)를 뽑아내는데, 이는 신재생 연료나 친환경 등산로 바닥재로 이용되고,
밧줄, 방석 제작이나, 난초 재배용 비료로도 사용된다. 또한 국자, 음료 용기 등 실용품과 다양한 예술
적인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박을 바가지로 만드는 것처럼 만든 화장실에서 만나는 쩨복
(cebok)은 예술품 같아서 물을 담기도 아까웠다.
끌라빠 꽃을 발효시켜서 증류주 끌라빠 아락(arak)주나 발리에서는 막걸리 같은 전통 탁주 뚜악
(Tuak)를 만들기도 한다. 야자수 줄기 목재를 글루구라고 하는데 단단해서 건축자재용 판자나 바닥재
로, 또는 도구의 손잡이나 지팡이, 인테리어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1961년 세디자트모(Sedijatmo) 교
수는 코코넛 뿌리에서 영감을 받아 기초 공사에 이용되는 닭발(cakar ayam) 모양의 건축 기술을 고안
해냈다. 이는 수카르노하타 공항 등 여러 유명 건축물의 기초 공사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야자수는 그
뿌리까지도 건축 예술의 원천이 된다.
이처럼 야자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하며, 인도네시아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 야자
수는 ‘생명의 나무’답게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경제 식물이며 용도가 다양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보고르 식물원에서 만난 야자수의 친구들
보고르 식물원 곳곳에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식물 유전자원인 야자수의 친구들(Family)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식물원의 산책로를 걸으며 영혼을 깨우는 야자과나무들의 초록의 속삭임에 함빡 빠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야자과는 전 세계에 약 200여 속(genus) 2500여 종(species)이 존재한다. 그 중 인도네시아에는 46속 500
여 종이 서식하며, 그 중 29속이 인도네시아가 고유자생 원산지인데 파푸아가 가장 많고 수마트라, 술라
웨시 순이다. 보고르 식물원은 288종의 야자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 이는 세계에서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종이다. 첫 번째 산책로에서 만나는 빨럼 메라, 로딴야자를 위시하여 세 번째
산책로에서 야자수 친구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몇 종만 소개하고자한다.
수줍은 신부의 연지 찍은 뺨이 연상되는 빨럼 메라(palem merah, Cyrtostachys renda)는 유명한 관상식물
로 ‘lipstick palm’이라고도 부른다. 줄기 중간 중간에 붉은 색을 띄어 붙여진 이름이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관리하는 방법이 어려워 가격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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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야자나무(Corypha umbraculifera)는 아주 큰 잎을 가진 야자나무로, 40년에 이르는 일생 동안
단 한번 꽃을 피우고,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한창의 나이에 죽는다.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론따르야자
(palem lontar, Borassus flabellifer)의 둥근 부채모양의 잎은 옛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종이 대신 ‘신의 말씀’
을 쓰는데 사용했으며, 발리인들은 신성한 힌두교의 책을 만드는 데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고대인들을 먹여 살린 생명의 나무인 대추야자(date palm, Phoenix dactylifera)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부른 바로 그 나무이다. 1그루
에서 매년 250kg의 열매를 생산하는데 과육은 아주 달며 영양분이 풍부해 부까 뿌아사(buka puasa: 금식
해제) 때 많이 먹는다.
대왕 야자수, 빨럼라야(palem raya=palem raja=royal palm, Roystonea regia)는 곧게 자라며 줄기는 부피가
있으면서도 20m로 늘씬해서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 언뜻 보면 줄기에 회칠을 한 것 같아 보여 멀리서도
잘 보인다. 야자과 식물은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아레카야자(Dypsis lutescens)
가 가장 뛰어나며,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한다.
*산업작물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야자는 다음과 같다.
*기름야자(kelapa sawit, Elaeis guineensis)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오일팜 생산국으로 발전하였
다. 식용유나 공업용 기름, 비누로 이용되는데 주로 수마트라· 칼리만탄 지역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
장과 가공공장이 있다. 등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로딴야자(rotan, Calamus sp. Deamonorops sp.)는 친
밀함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닮았는지 넝쿨형태이다. *아렌야자(aren, Arenga pinnata)는 당뇨환
자에게도 해가 덜한 설탕을 채취할 뿐 아니라 야자와인재료로 이용된다고 한다. 전분·당·에탄올을 생
산하는 *사구야자(sagu, Metroxylon sago) 도 있다. 12년 생애동안 딱 한번 열매를 맺고 인간에게 줄 녹말을
나무속에 저장하고 죽는다. *살락야자(salak, Salacca zalacca)는 껍질이 뱀피를 닮아 ‘snake fruit’ 라고도 부른
다. 줄기에 가시가 있으며 땅에서 가까운 줄기 밑동에서 15~40개 정도의 열매가 한 다발로 총생한다. 족자
카르타와 발리산 살락이 인기가 있으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C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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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 식민시대 빤잣 삐낭 (출처: www.idntimes.com)

삐낭야자(pinang=빈랑(樓榔子), Areca catechu)를 사용하는 시리씹기(sirih=betel=구장)나 빤잣 삐낭(panjat
pinang, panjat=등반)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시리씹기 문화는 차차 줄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
람들은 술이나 담배 대신에 삐낭 열매를 시리(pirih=betel=구장) 나뭇잎에 싸서 씹으면서 담소를 나눈다.
빤잣 삐낭은 줄기에 기름을 바른 야자수 꼭대기에 매달아 둔 물건을 쟁취하기 위해 오르는 대회이며, 이
는 쭈욱 곧게 자라는 삐낭이 제격이다. 이 대회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 삐낭야자에서 미끄
러지고 받쳐주며 죽기 살기로 오르는 것을 식민주의자들이 서커스 보듯이 즐기는 오락이었으나 지금은
재해석되어 독립기념일에 개최한다. 아이러니다. 그 수모의 오랜 세월을 삐낭야자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
었겠지. 식민잔재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만 독립을 위해 협력하여 열정으로 목표를 위해 절대 포기하
지 말자는 투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의 진보라고 해야할지,
야자수 친구들과 식물원을 산책하다보면 식물원의 내력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때로 사람이 살아
가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야자수(과)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야자수가 사람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은 아름다운 축제이며 생명의 노래인 것을. 경이로운 그들에게 헌시라도 바치고 싶다.
어느 시인처럼 말할 수 있으리라.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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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수는 인문학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야자 빗자루 소리로 하루를 열고 <야자수의 유혹>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
한다. 이 노래는 수하르토의 New Order 정부 때 TVRI 방송국에서 엔딩 곡으로 사용되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TV 방영이 끝날 때 국가(Indonesia Raya)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노래이다. 야자수는 신이
내린 커다란 축복이다. 인도양 해변에 늘어선 야자수와 함께하는 불타는 석양을 보고 있노라면 나의
일상은 먼 곳에서 낯선 풍경으로 서 있다. 이처럼 야자수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기에
충분하다. 신과의 조화로운 생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야자수는 그 자체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된다. 그 무한한 초록의 메시지와 아득한 세월을 아낌없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 온 야자수에 대해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된다. 뻰조르처럼.
야자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이용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그 자체가 문학, 시, 노래, 그림 같은
예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야자수는 종교나 관습에 녹아들어 식품에서 문화로 유산으로 자리 잡은
역사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야자수는 예술이며 역사이며, 경제이며, 문화이며, 전통이다. 이는 곧
인문학이다. 야자수가 사랑한 나라 인도네시아는 야자수와 함께 영원하리라.

(출처: 한인니문화연구원 45회 열린강좌 (2017.5.6.) 자료 발췌)

Chapter Ⅳ - 인도네시아 알기  187

참고자료
● 노경래 ‘코코넛나무를 다시 바라보며’ 자카르타경제신문 인문창작클럽칼럼 (2019.6): <발췌> 포함
● 사공경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 Dawee Press (2008)
● http://blog.daum.net/bogoriense/174
● Four Guided Walks Bogor Botanic Garden (PT. Bogorindo Botanics)  
● 보고르 식물원 (김광현 편저)6. https://linkinghub.elsevier.com/retrieve/pii/S2352618117301890
● balitoursclub.net/penjor-upacara-di-bali
● http://www.coconut-info.com,
● http://cocos.arecaceae.com
● http://www.hort.purdue.edu/newcrop/duke_energy/Cocos_nucifera.html
● https://www.idntimes.com/science/discovery/sejarahpanjat-pinang
● Fakta Kelam Sejarah Panjat Pinang yang Harus Diketahui www.idntimes.com
● 부까 뿌아사에 먹는 8가지 인도네시아 음식 - Indonesia Travel www.indonesia.travel
● Widyatmoko, Didik (2001).

    Autecology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a Rare Palm Specie15.
● [네이버 지식백과] 및 Wikipedia id.wikipedia.org
● 살락 blog.daum.net
● search.naver.com

기고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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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0년사』 수석집필위원이며, 인도네시아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2016
년에는 K-TV에 다큐멘터리 <구루 사공의 길>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으
며, 6회에 걸쳐 바틱 전시와 20여 차례 바틱 강연을 한 바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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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눙 왈랏(Gunung Walat)
보고르 농과대(IPB) 학술림

가자마다대학교(UGM)와 함께 인도네시
아 최고의 임학대가 있는 국립농과대학인
보고르농과대학(Bogor Agricultural University)은
1963년 설립됐으며 농학, 수의학, 동물학,
임학 등의 분야를 특성화해 운영하고 있고,
재학생은 27,000여 명에 이른다. 보고르농과
대학은 교육실습용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부자바 주정부와 농림부 산림국과 협력
하여 자카르타에서 100km 정도 거리에 위
치한 수카부미군 찌바닥면에 359ha 면적의
구눙 왈랏을 교육용 산림으로 지정, 1968년
부터 임학대가 관리해 오고 있다. 그 이후
2009년 구눙 왈랏은 산림부장관령으로 교
육용 산림 단지의 한정 생산 산림 지역을 특수
목적 산림 지역 (KHDTK)으로 지정, 현재까지
보고르농과대 실습림으로 국내외 학생, 정부
및 민간 기관 직원 및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는 장소로 발전했다.
초기에 황폐지였던 구눙 왈랏은 학생과 지역 사회가 참여해 단계적으로 식재가 진행되어 1980년에
완료, 울창한 숲으로 성장했다. 2011년 산림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눙 왈랏의 입목축적량은 398.55㎥/
ha(또는 총 부피 143,079.45㎥), 바이오매스 잠재력은 198.32톤/ha(또는 총 바이오매스 71,196.88톤),
잠재적 탄소 저장량은 93.21톤/ha(또는 총 탄소 저장량 33,462.39톤)로 기록되었다. (출처: https://
www.forestdigest.com/detail/24/ belajar-mencintai-hutan-di-gunung-walat)

Chapter Ⅳ - 인도네시아 알기  189

  (출처: http://gunungwalat.ipb.ac.id/)

현재 구눙 왈랏 학술림의 산림 피복은 아가티스(Agathis lorantifolia), 소나무(Pinus merkusii), 뿌스파
(Schima wallichii), 아프리카(maesopsis eminii), 마호가니(Swietenia macrophylla), 라사말라(Altingia

excelsa), 스노클링 (Dalbergia latifolia), 글릴리시디아 (Gliricidae sp), 셍온 라웃(Paraserianthes falcataria), 머란티(Shorea sp) 및 아카시아 망기움(Acacia mangium) 등 2종류의 등나무와 13종류의 대나
무를 포함하여 44종 이상의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눙 왈랏은 해발 460-726m 위치하며, 연간 강우량은 2,400mm, 낮 최대 온도는 29℃, 밤에는 19℃를
기록한다.
구눙 왈랏 학술림은 교육, 연구개발, 사회공헌이라는 대학의 세 가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매개
체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국제 수준의 IPB 학술림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산림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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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서비스 관리, 비즈니스 관리가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산림벌채 없이 산림
서비스에 의존하여 산촌 주민들과 지속 가능한 소규모 산림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구눙 왈랏에는
송진, 코펄 수지액 협동조합(Koperasi Gema Wana Sejahtera)이 조직되어 산촌주민 40가구가 송진
(100~150톤/년) 및 코펄 수지액(10~20톤/년)을 채취해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산촌주민들은 주말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낵과 음료장사, 아렌 설탕, 과일, 코코넛 음료를 판매한다. 또한 주민
들과 산림을 보호하며 구눙 왈랏 방문객을 위한 도시락 주문과 혼농임업을 이용하여 바나나, 커피,
생강, 고구마, 옥수수, 강황 등을 재배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구눙 왈랏 방문객은 숙박 시설 이용 또는 캠핑이 가능하며 아웃 바운드, 산악자전거, 트래킹, 동굴
탐험 등을 즐길 수 있고 83종류의 다양한 조류가 서식해 버드 와칭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구눙 왈랏 학술림은 실습, 견학, 연구, 국내외(독일, 한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학생
들과 다양한 훈련, 실습 활동의 장이 되고 있으며 사기업의 CSR 활동과 연계되어 나무심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PT TOSO Industry Indonesia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800그루의 아가티스와
소나무를 심었고, Conoco Phillips Indonesia사도 7,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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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눙 왈랏은 학술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지난 46년간(1973년-2019년) 총 358개의 리서치 논문,
아티클 등이 구눙 왈랏 학술림을 토픽으로 또는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그 중 대학,
석박사 졸업논문이 198편, 현재 진행중인 리서치도 15편이 있다. 구눙 왈랏은 학술림의 역할과 동시에
산촌주민과 상생하여 지속 가능한 소규모 산림 관리의 모델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학계의 연구
현장이 될 것이다.

(출처: 2020년 10월 14일 센터 인하우스 트래이닝 IPB 운영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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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이해 (기고문)
이희수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
꾸란에는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가 있습니다. 메카 계시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입니다. 하느님이 직접
내려 주는 계시라서 그렇습니다. 반면 메디나 계시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메디나에서는 무함마드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국가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무함마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사회적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 때문에 무함마드가 신에게 간절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
합니다. 여기에 응답으로 내려온 계시가 메디나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 문제도 메디나에서 응답으로 받은 계시입니다. 메디나 정착 초기에 메카와
바드르(624년)와 우후드(625년) 등 몇 차례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승리했습니다만, 피해
또한 막대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고아와 과부가 우글우글할 때 이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아내를 네 사람까지 취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나, 둘, 셋, 넷까지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아내들을 공평하게 대해 줄 자신이 없다면 하나로 족하다.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4명까지 둬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넷은 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4명이었을까요? 그건 아마 당시에 남자 하나가 4명 정도를 아내로 맞아야 공동
체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전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여성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가장이나 남자 없이 자녀들과 살아간다는 건
죽음과 동의어였습니다. 그 상태를 내버려 두면 공동체 유지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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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장으로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거죠. 이처럼 메디나 계시는 현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배 방향을 왜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공동체 유지와 관련해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도 무슬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성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 종교의
성지가 된 것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지는 메카고, 두 번째
성지는 이슬람 공동체를 시작한 메디나이고, 세 번째 성지는 무함마드가 승천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이슬람이란 종교를 확정받아 내려온 예루살렘입니다.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가 내려온 곳에 황금색 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위 위의 돔 Dome on
the rock'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안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공통으로 섬기는 조상이죠? 이 성지가
세 종교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림 4-8. ‘바위 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알 악사 모스크

구약과 꾸란이 어떻게 다를까요? 미세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꾸란에서는 누구를 번제로 바칠까요?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본처 사라에게 태기가 없으니까 몸종인
하갈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나이가 열세 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백 살이었습니다. 그때 간절한 기도로 본처
사라에게 태기가 있어 자식을 낳으니 그게 이삭이었고, 이삭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에게서
예수가 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에서 무함마드가 나지요.
이처럼 꾸란과 구약이 모두 아브라함을 공동 조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갈래가 서로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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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서는 이삭을 적자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삭이 적통이라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을
장자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다처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상 서자와 적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를
적통으로 보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바치는 상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구약에서는 이삭
이지만, 꾸란에서는 이스마엘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다음으로 큰 문제는 이슬람에서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꾸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전(경전)의 추종자 가운데서 그가 죽기 전에 그를 믿지 아니한 자가 없었으며 그가 심판의 날
그들에 대해서 증인이 됨을 믿지 아니한 자 없으리라.
_꾸란 4장 159절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능히 죄를 변호해 주리라,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다시 나타나셔서 인간의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변호할 증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재림과 꾸란에서
이야기하는 재림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신다는 신앙을 이슬람에서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함마드가 재림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애착과 존경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합
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신으로만 모시지 않았지 하느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주셨
다고 인정합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역할이 무함마드보다 크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의 크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함마드가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두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점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혹 여러분이 중동 여행을 하실 때, “I am Christian!”이라고 밝히면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지요? 아무 종교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훨씬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틀을 깨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야만이나
비윤리성의 위험 요소로 보는 거지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비자의 종교란에 ‘종교 없음’이라고
쓰면 발급 제한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로 쓰면 오히려 빨리 발급해 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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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와 시아
무함마드가 파티마란 딸 하나만 낳고 죽었다고 했죠. 아랍은 가부장제 사회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때 유일한 혈통으로 알리가 있었습니다. 사촌동생인 알리가 파티마와 결혼하니 예언자 무함
마드의 사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리가 후계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못 됩니다.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불렀는데요, 칼리프는 종교적인 최고 위치와 세속적인 통치권을 결합한 초월
적인 카리스마를 가졌습니다. 정교일치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칼리프직에서 알리가 배제됩니다.
초대 아부 바크르, 2대 오마르, 3대 오스만이 모두 무함마드와 서로의 딸을 시집보낸 사이들입니다.
동맹 중에 동맹입니다.
알리는 656년에 4대 칼리프가 됩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24년이 지난 뒤니까 알리도 제법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661년에 칼리프가 된 지 5년도 안 돼서 반대파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무함마드와 알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겠죠? 네번째로 칼리프가 된 것도 억울한데,
감히 무함마드의 유일한 직계 혈통인 알리를 죽이다니요. 이 사람들과는 같은 종교를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알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바그다드로 이주해 갑니다. 이게 시아파가 됩니다. 시아파를
직역하면 ‘떨어져 나간 무리’라는 뜻 입니다. 메카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잔존파다. 우리가 주류다.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수니파가 됩니다. 따라서 수니와 시아는 교리 논쟁에 따라 나뉜 종파
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정파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종교적으로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파라 해도 무난하지만, 배경은 정파였습니다.
수니와 시아가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이 또 생깁니다.
알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핫산과 후세인이었습니다. 이 둘은 메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핫산은 독살당해서 죽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만, 학계에선 독살을 정설로 여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들이 복수하겠죠? 그걸 두려워해서 핫산을 독살한 것 같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후세인도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바그다드에 정착한 알리의 추종자들이 후세인을
초대합니다. 메카에 있으면 위험해 우리가 보호해 주겠으니 안전한 곳으로 오라는 거였죠.
후세인도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후원자가 있는 바그다드로 떠납니다. 한편 반대
파들도 그 정보를 입수하고 추격에 나섭니다. 반대파들은 바그다드 인근 카르발라에 매복해 있다가
후세인 일행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이게 바로 680년 카르발라 전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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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수니파와 시아파의 카르발라 전투

이제 알리의 차남까지 죽잖아요. 시아파 사람들은 알리에 대한 죽음보다도 차남 후세인에 대한 애통
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을 치면서 후세인을 외칩니다. 이맘 후세인이죠. 그때부터 시아파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애절한 문화가 형성됩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사건은 이슬람력으로 무하람인 1월 10일에 일어났습니다. 만일 시아파가 후세인을 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살아날 수도 있었겠죠? 괜히 오라고 해서 코앞에서 난도질을 당했고, 그때 자신들이 도와주
지도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시아파 신도들의 가슴에 사무친 한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력으로 1월 10일이 되면 모든 시아파 남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후세인의 참상을 직접 체험하고자 칼로
자기 몸을 난자하는 행사를 벌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과 가시로 자기 몸을 때립니다.
1주일 동안 합니다. 후세인을 애도하는 축제입니다.
이 광경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러니 세계 인권 단체에서 얼마나 압박했겠어요. 현재는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피가 안 나는 플라스틱 방망이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때립니다. 피는 안
나지만 내상은 더 큽니다. 건강상으로 보면 이게 더 나쁘다고 합니다. 피가 나는 건 아물면 그만인데 뼈
가 으스러지고 내부 조직이 파괴되다 보니 이 또한 심각한 사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풍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시아파의 중심이 많습니다. 모든 시아파 성지가 이라크에 있습니다. 제일 큰 성지가
카르발라입니다. 8년간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도 사담 후세인 정권은 이란 사람들이 이라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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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카르발라의 이맘 후세인 모스크

카르발라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것까지 막으면 그 원망이 쌓여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차라리 숨통을 틔워 주는 게 낫다 싶어서 길을 열어 준 겁니다.
당시 주류가 알리를 배척한 이유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2대 칼리프 오마르와 3대 칼리프 오스만도
살해당했습니다. 아랍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권력 분점 시스템입니다. 사우디 왕정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도 권력 분점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독재를 하는 것 같아도 철저히 권력을 나눠서
국정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사우디 장관들은 평균 30년씩 장관을 합니다. 내무 장관을 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내무 장관을 합니다. 국방 장관도 마찬가집니다. 대를 이어서 합니다. 철저한 권력 분점
시스템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랍 부족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51%가 49%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
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적당하게 양보해 주지 않으면 결코 동의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절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력의 분점이 이뤄집니다. 그만큼은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걸
깨트리면 처절한 복수와 응징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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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추모하기 위해 이맘 후세인 모스크로 모여드는 시아파 신도들

오마르와 오스만 칼리프는 그러한 권력 분점 체제를 깨트려서 반대파의 복수에 희생됩니다. 오마
르와 오스만을 죽였던 파들이 있겠죠? 하지만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때 알리가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취합니다. 오스만 살해
자에 대해 가혹한 처리를 주장하는 부족들 입장에서 볼 때 알리는 매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겁
니다. 때문에 이래선 안 된다 싶어서 알리를 죽인 겁니다. 예언자의 혈통이고 뭐고 자기 부족의 몫을
빼앗긴다는 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원래 이라크가 시아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아파라고 하면, 다들 이란을 생각하시죠?
이란의 이슬람은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16세기에 시작됐으니 한 50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오스만
튀르크 때 이란은 사파비 왕조가 지배합니다. 이 왕조가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제가 시아파가 된 겁니다. 시아파의 정통은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소수파인 수니파의 사담 후세인이 오랫동안 통치해 왔죠.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소수파인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고 다수파인 시아파에게 정권을 쥐어 줍니다. 비록 소수지만 수니파가
오랫동안 이라크 지역을 지배해 왔는데 미국 때문에 쫓겨났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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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아랍 사회에서는 소수파라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
은 권력을 줘야 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알았나요? 미국식 민주주의는 51%가 49%를 무시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수니파를 완전히 박살내 제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가
100을 다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IS로 나타난 겁니다. 쫓겨났던 사담 후세인의
군경 세력들이 모두 IS에 붙었습니다. 나머지 시아파 이라크는 기존 군경 하나 없이 모두 새롭게
모았기 때문에 민병대 수준입니다. 오합지졸인 겁니다.
지금 IS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사담 후세인 시절 '투 스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로는 소장입
니다. 이라크 군경의 모든 전략과 무기가 I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군이 IS와 붙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IS를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문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군사력만 믿고 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이렇게 세 나라입
니다. 전체 무슬림들의 10% 정도입니다. 나머지 90%는
수니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시아파를 받아들인 건 9세기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처음입니다. 알 아즈하르 대학이
이때 설립됩니다. 이란에서는 16세기 사파비 왕조 때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죠?
시아와 수니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이맘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니의 이맘과 시아의 이맘이
완전히 다룹니다. 수니에서는 이맘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직 자체도 없다고 했잖아요. 수니파에서는 모스크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이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스무 살이 되면 모두가 이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림 4-12. 이라크전쟁 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사형당한 이라크 전대통령 사담 후세인

예배를 서로 인도하려고 경쟁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맘을 정할까요? 그날 예배를 보러 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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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고 이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회중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그날
이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맘은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루 다섯 번의 예배 중 금요일 두 번째 낮 예배는 반드시 모스크에 모여서 드립니다. 집단 예배죠.
이때 이맘이 예배 중에 설교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모이니까 그중 학식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맘을
하면서 강론을 합니다. 이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 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맘의 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여론 형성에
있어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랍의 독재 정권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이맘이 삐딱한 소리를 하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
겠죠? 이걸 통제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국가에서 이맘에게 월급을 줍니다. 성직자가
없는 이슬람에서 월급을 받는 이맘들이 생긴 겁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월급을 주면서 여기저기
모스크로 보냅니다. 정치가 종교를 통제 하는 거죠. 이제 수니파에서는 이맘이 직업처럼 됐습니다.
분명히 성직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모스크마다 이맘이 있으니 오해가 생길 만하죠.
반면 시아파에서 이맘은 하느님의 대리인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시아파에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이맘은 누군가? 무함마드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 이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맘이 누구죠?
알리입니다. 두 번째가 그의 아들 후세인 그리고 그 혈통들이 다음 이맘으로 대를 이어 내려옵니다.
그렇게 열두 이맘까지 왔습니다.
12명의 이맘에 대한 족보들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이맘은 868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없이 사라진 겁니다. 죽었겠죠?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11명까지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들은 이맘이 죽지 않고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은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여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아 사상과 유사합니다. 시아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마흐디"라고 부릅니다. 시아파에서는 열두 번 째 뒤로는 아무도
이맘이란 말을 못 씁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에게만은 이맘을 붙입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인데, 그에게는 이맘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라고 부릅니다. 팔레비 왕조 때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 할 때 호메
이니가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준 겁니다. 자기들이 꿈에도 그리던 마흐디 재림자 메시아가
혹시 저분이 아닐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이맘일 것이다.” 그래서 호메이니 앞에 이맘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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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이슬람 혁명을 주도해 성공으로 이끈 이맘 호메이니(중간)

그 덕분인지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에 성공하고 세상을 바꿔 놓습니다. 오늘날 이란이 존재하게
된 출발점이 호메이니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맘이 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름 앞에 이맘을
붙여 부르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레토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란에 가 서 그냥 호메이니라고
불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맘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아파의 최고 성지는 카르발라입니다. 후세인이 죽었던 자리입니다. 그 시신을 모신 곳이 최고
성지입니다. 이슬람 전체의 최고 성지는 메카이고, 시아파의 최고 성지는 이라크 카르발라입니다.

기고자 소개
이희수, 한국 외대를 졸업하고 터키 이스탄불 대학에서 중동 역사와 이슬
람 문화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스탄불 마르마르 대학 중세사학과 조교
수로 유목 문화론과 극동사를 가르쳤고, 이슬람권 최고의 연구소인 OI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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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쉬나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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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 대표

(주) 더블유제이파트너스

khoon04@gmail.com

고문

이성길 센터장

KIFC (한인니산림센터)

leesunggil@gmail.com

간사

김보균 사장

PT SUMA SUKSES SEJAHTERA

bkkimho@gmail.com

-

이준산 임무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joonsan2100@gmail.com

회원

남궁선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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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산림센터)

leejakarta@gmail.com

회원

김형균 PM

KIFC (한인니산림센터)

tigerscout@hanmail.net

회원

정세용 부장

KORINDO GROUP

jungsy@korindo.co.id

회원

노경민 부장

KORINDO GROUP

gmroh@korindo.co.id

회원

이준혁 부장

KORINDO GROUP

lusileo@korindo.co.id

회원

김남홍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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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N Group

hjkwon05@gmail.com

회원

장재원 법인장

STI Indonesia (PT THEP)

jaewon.chang@sticorp.co.kr

회원

서진원 선임

STI Indonesia

jinwon.seo@sticorp.co.kr

회원

한상재 사장

NNE (자연과환경)

rindualamhan@gmail.com

회원

이철욱 이사

NNE (자연과환경)

kcw0520@hanmail.net

회원

김태형 법인장

GS글로벌 인니법인

thkim@gsgcorp.com

회원

배홍섭 법인장

MOORIM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baesup@moor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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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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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필 대표이사

PT BANGUN MITRA WANA BAKTI

philsense@hotmail.com

회원

신명섭 대표

PT Jhonlin

shinms@jhonlingroup.co.id

회원

김정주 이사

(주)인코네트웍스

jeongjkim2020@gmai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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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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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조직(2020.11.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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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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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Hudoyo, M.M)

UGM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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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Has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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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너지부문 전문위원 Bidang Ener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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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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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Natural Resource Economy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Food

Civil Service and Organization
Bureau

Planning Bureau

5

6

7

8

Dr. Ir. Apik Karyana, M.Sc.
NIP. 196307201990031001

-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2, Jln. Gatot Subroto, Jakarta

-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Energy

4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3, Jln. Gatot Subroto, Jakarta

Dr. Ir. Ayu Dewi Utari, M.Si.
NIP. 196905221993032002

Ir. Laksmi Dhewanthi, M.A.
NIP. 196503231992032001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Industry and International Trade

3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3, Jln. Gatot Subroto, Jakarta

Office Addres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9, Jln. Gatot Subroto, Jakarta

Prof.Dr.Ir. Winarni D Monoarfa, M.S.
NIP. 196211211985032001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Center and Local Government
Coordination

2

Acting Officer (Plt)

Ir. Abdul Hakim, M.For.St.
NIP. 196205081987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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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ary General

1

Name/ Employee ID Number
(NIP)

Secretariat General

Position

A

No.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List of Structural Official (Echelon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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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ffair Bureau

Law Bureau

Finance Bureau

Public Relation Bureau

International Coopeation Bureau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Forestry Standardization

Center for Financing the
Development of Forestry

Center for Environment and Forstry
Engineering

Center for Data and Information

Center for Policy Analysi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2,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Dr. Ir. Mahfudz, M.P.
NIP. 196708291992031004
Ir. Herry Subagiadi, M.Sc.
NIP. 196111151987031001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10,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2, Jln. Gatot Subroto, Jakarta

-

Ir. Gatot Soebiantoro, M.Sc.
NIP. 196205271989031001

-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8,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4, Jln. Gatot Subroto, Jakarta

Dr. Ir. Drs. Teguh Rahardja, M.Sc.
NIP. 196311211991031001
Ir. Noer Adi Wardojo, M.Sc.
NIP. 196711221993031001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 Jln. Gatot Subroto, Jakarta

Nunu Anugrah, S.Hut., M.Sc.
NIP. 197301301998031004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2, Jln. Gatot Subroto,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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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3, Jln. Gatot Subroto,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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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 Samidi, M.Sc.
NIP. 196207211987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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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 Rijaluzzaman
NIP. 196012281992031001

-

Ir. Darhamsyah, M.Si.
NIP. 196401121985021001

Dr. Drh. Abdul Muin, M.Si.
NIP. 196707011994031002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Java Ecoregion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Bali and Nusa Tenggara Ecoregion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Kalimantan Ecoregion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Sulawesi and Maluku Ecoregion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Papua Ecoregion

Inspectorate General

Inspector General

Secretariate of the Inspectorate
General

Inspector Regional I

Inspector Regional II

20

21

22

23

24

B

1

2

3

4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3, Jln. Gatot Subroto, Jakarta

Ir. Irmansyah Rachman
NIP. 196104151989031005
Ir. Sumarto, M.M.
NIP. 196107081987031002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0, Jln. Gatot Subroto, Jakarta

Jln. Selat Madura No. 4, Kabupaten
Biar Numfor, Papua. Telp/Fax (0981)
21347

Jln. Perintis Kemerdekaan Km
17 Makassar, Sulawesi Selatan.
Telp (0411)555701-02. Fax
(0411)555703-04

Jln. Jend. Sudirman No. 19A
Balikpapan, Kalimantan Timur

Jln. Ir. Juanda Niti Mandala Renon
Denpasar - Bali 80235 Telp
(0361)228237, 244172. Fax (0361)
243448

Jln. Siliwangi No.100 Nogotirto,
Gamping, Sleman, Yogy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0, Jln. Gatot Subroto,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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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zulqurnain Daulay, S.IP

Dr. Nur Sumedi, S.Pi., M.P.
NIP. 196907181994031001

Jln. H.R. Soebrantas Km 10,5
Panam, Pekanbaru. Telp (0761)
62962. Fax (0761) 65921

Dr. Ir. Murdiyono, M.M.
NIP. 196103311986031002

-

Drs. Amral Fery, M.Si.
NIP. 196202061989031001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Sumatra Ecoregi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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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7, Jln. Gatot Subroto, Jakarta

Dr. Hanif Faisol Nurofiq, S.Hut.,M.P
NIP. 197103211993021001
Ir. Roosi Tjandrakirana, M.SE.
NIP. 196504161991032001
Dr. Ir. R.A. Belinda Arunarwati
Margono, M.Sc.
NIP. 196811011993032003
Herban Heryandana, S.Hut., M.Sc.
NIP. 197305231998031002
Erik Teguh Primiantoro, S.Hut.,MES.
NIP. 196901141996031001

Directorate of Forestry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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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ate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Impact

Directorate of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system

C

1

2

3

4

5

6

7

D

Ir. Ary Sudijanto, MSE.
NIP. 196810111994031001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5, Jln. Gatot Subroto, Jakarta

Prof. Dr. Ir. Sigit Hardwinarto, M.Agr.
NIP. 196102021986031003

Inspector of Investigation

7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7,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7,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7,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Inspector Regional IV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9, Jln. Gatot Subroto, Jakarta

6

Dr. Ir. Suhaeri, B.Sc,F., M.Si.
NIP. 196107101988031001

Inspector Regional II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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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Tandya Tjahjana, M.Si.
NIP. 196204121992031002

-

Dr. Nandang Prihadi, S.Hut., M.Sc.
NIP. 196912041995031001
Ir. Asep Sugiharta, M.Sc.
NIP. 196402291990031001
Dr.Ir. Hotmauli Sianturi, M.Sc.For.
NIP. 196211051989032003
Suharyono, S.H., M.Si., M.Hum.
NIP. 196704011994031003
Ir. Ammy Nurwati, M.M.
NIP. 196908211994032001
Ir. Timbul Batubara, M.Si.
NIP. 196106201989011001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Ecosystem

Directorate of Planning and
Information for Nature Conservation
and Ecosystem

Directoate of Conservation Area

Directoat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Directorate of Environmental Service
of Conservation Area

Directorate of Management of
Essential Ecosystem Management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North Sumater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Riau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West Jav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East Jav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East Nusa Tenggara

2

3

4

5

6

7

8

9

10

11

12

Drh. Indra Exploitasia, M.Si.
NIP. 196606181992032002

-

Ir. Wiratno, M.Sc.
NIP. 196203281989031003

DG of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system

1

Ir. Arief Mahmud, M.Si.
NIP. 196711301994031004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7, Jln. Gatot Subroto, Jakarta

Drh. Indra Exploitasia, M.Si.
NIP. 196606181992032002

Jln. S.K.Lerik, Kelapa Lima, Kotak
Pos 1014, Kupang 85228

Jln. Bandara Juanda, Surabaya
61253

Jln. Gede Bage Selatan No.117
Cisaranten Kidul, Rancasari,
Bandung.

Jln. H.R. Soebrantas Km 8,5 Po Box
1048, Tampan, Pekanbaru

Jln. S.M. Raja No.14 Km 5,5
Marindal, Medan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Jln. Ir. H. Juanda No. 15, Bogor. Telp
(021) 8324013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7,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Ir. Tandya Tjahjana, M.Si.
NIP. 196204121992031002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8,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8, Jln. Gatot Subroto,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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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mo Tengger Semeru National
Park Office

Lore Lindu National Park Office

Teluk Cendrawasih National Park
Office

Betung Kerihun dan Danau
Sentarum National Park Office

Directorate of Watershed Controlling
and Protected Forest

DG of Watershed Controlling and
Protected Forest

20

21

22

23

E

1

Ir. Hudoyo, M.M.
NIP. 196101111987031003

Ir. Arief Mahmud, M.Si.
NIP. 196711301994031004

Ir. Jusman
NIP. 196412311993031010

Wahju Rudianto, S.Pi., M.Si
NIP. 196910161994031001

Gunung Gede Pangrango National
Park Office

19

Hendrikus Rani Siga, S.Hut., M.Sc

Drs. Rijaluzzaman
NIP. 196012281992031001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2, Jln. Gatot Subroto, Jakarta

Jln. Piere Tendean No. 100
Komplek Kodim 1206, Putussibau,
Kalimantan Barat

Jln. Drs. Essau Sesa Sowi Gunung
Kotak Pos 229, Manokwari, Papua
Barat

Jln. Moh Yamin No. 53, Palu,
Sulawesi Tengh 94124

Jln. Raden Intan No.6 Malang, Jawa
Timur

Jln. Raya Cibodas, Cipanas Po Box 3,
Cipanas, Cianjur 43253

Jln. Ir. H. Juanda No.19, Kotaagung
Tanggamus, Lampung 35613

-

Bukit Barisan Selatan National Park
Office

18
Ir.Donal Hutasoit.,M.E

Jln. Basuki Rachmat No. 11 Po Box
40, Sungai Penuh, Jambi 37101

17

Jln. Raya Klamono Km 16 Sorong,
Papua Barat 98415

Drs. Tamen Sitorus, M.Sc.
NIP. 196012091986011001

Gunung Leuser National Park Office

16

Budi Mulyanto, S.Pd., M.Si

Kerinci Seblat National Park Office

-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West Papua

15

Jln. Raya Abepura - Kotaraja, Kotak
Pos 1217, Jayapura 99351

Jln. Selamat No. 137, Kelurahan
Siti Rejo III, Medan Amplas, Medan
20219

Edward Sembiring, S.Hut., M.Si.
NIP. 197305301999031001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Papua

14

Jln. Perintis Kemerdekaan Km 13,7
Makassar 90242

Ir. Jefry Susyafrianto, M.M.
NIP. 196804041996031004

Ir. Thomas Tandi Bua A. N., M.Sc.
NIP. 196806251993031001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South Sulawesi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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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M. Saparis Soedarjanto, S.Si., M.T.
NIP. 196805121994031005
Ir. Mintarjo, M.M.A.
NIP. 196403071990031003
-

Ir. Misran, M.M.
NIP. 196212121993031001
Ir. Drasospolino, M.Sc.
NIP. 196409071991021002
Ir. Istanto, M.Sc.
NIP. 196211191990031001

Directora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of Watershed Controlling

Directorate of Water and Soil
Conservation

Diectorate of Forest Tree Seed
Development

Directorate of Protection Forest
Management Unit

Directorate of Controlling of Inland
Water Degradation

Directorate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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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 of Business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Non-Tiimber Forest
Products on Production Forest area

3

4

5

6

7

F

1

2

3

4

5

Ir. Djohan Utama Perbatasari, M.M.
NIP. 196012301988011001

-

Ir. Dyah Murtiningsih, M.Hum.
NIP. 196908021998032001

Secretary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Watershed Controlling and
Protected For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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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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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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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Dyah Murtiningsih, M.Hum.
NIP. 196908021998032001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5,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5,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5,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2,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2, Jln. Gatot Subroto,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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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 M.R. Karliansyah, M.S.
NIP. 196103281992031001
Ir. Sigit Reliantoro, M.Sc.
NIP. 196811111995031001
Ir. Sri Parwati Murwani Budisusanti, M.Sc.
NIP. 196303181993032001
Ir. Dida Migfar Ridha, M.Si.
NIP. 196805101994031001
Luckmi Purwandari, ST.,M.Si.
NIP. 196711151996032006
Drs. Dasrul, M.M., M.E., M.H.
NIP. 196705051992031001

Directorate of Levy and Forest
Product Distribution

Directorate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DG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ling

Directorate of Controlling of Peatland
Area

Directorate of  Controlling of
Pollution and coastal Environmental
Damage

Directorate of Water Pollution
Controlling

Directorate of Air Pollution
Controlling

Directorate of Restoration of Open
Access Land

Directorate of Management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7

G

1

2

3

4

5

6

7

H

-

Dr. Ir. Rufi''ie, M.Sc.
NIP. 196012071987031005

Directorate of Forest Product
Processing and Marketin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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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Drasospolino, M.Sc.
NIP. 196409071991021002

Gedung B, Lt.5,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Gedung B, Lt.3,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Gedung B, Lt.5,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Gedung B, Lt.6,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Gedung B, Lt.3,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Gedung B, Lt.4,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1, Jln. Gatot Subroto,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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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ung C, Lt.2, Jln. D.I. 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Gedung A Lt.5,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Ir. Sinta Saptarina Soemiarno, M.Sc.
NIP. 196609241995032001
Ir. Achmad Gunawan Widjaksono, MAS.
NIP. 196506281994031001
Dr. Ir. Haruki Agustina, M.Sc.
NIP. 196808271994032001

Dr. Ir. Ruandha Agung Sugardiman, M.Sc.
NIP. 196203011988021001
Novia Widyaningtyas, S.Hut., M.Sc.
NIP. 197011301995032001

Directorate of Toxic Material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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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ate of Verification of
Toxic and Non-Toxic Materials
Management

Directorate of Recovery
Contamination and Emergency
Response to Toxic Materials

Directorate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DG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Climate Change Controlling

Directorat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4

5

6

7

I

1

2

3

Dra. Sri Tantri Arundhati, M.Sc.
NIP. 196303041992032003

Gedung C, Lt.2, Jln. D.I. 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Dr. Novrizal, S.T., M.Si.
NIP. 197011131996031001

Directorate of Waste Management

3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2,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2, Jln. Gatot Subroto, Jakarta

Gedung A, Lt.4, Jln. D.I. 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Gedung A Lt.5,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1

Gedung A Lt.4,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Drs. Sayid Muhadhar, M.Si.
NIP. 196710081998031001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Management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2

Gedung A Lt.4, Jln. D.I.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imur,
13410

Rosa Vivien Ratnawati, S.H., MSD.
NIP. 197005011996032005

DG of Management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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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r. Syaiful Anwar, M.Sc.
NIP. 196302161990031001
Dr. Drs. Ignatius Wahyu Marjaka, M.Eng.
NIP. 196603151993031001
Ir. R. Basar Manullang, M.M.
NIP. 196211211990031001

Dr. Ir. Apik Karyana, M.Sc.
NIP. 196307201990031001
Ir. Erna Rosdiana, M.Si
Ir. Muhammad Sai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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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ate of Sector and Regional
Resource Mobilization

Directorate of Forest and Land Fire
Controlling

Directorate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DG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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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ate of Business Development
for Social Forestry and Customary
Forest

Directorate of Environmental
Partnership

Directorate of Law Enforcement on
Forestry and Environment

5

6

7

J

1

2

3

4

5

6

K

Dra. Jo Kumala Dewi, M.Sc.
NIP. 196509201992032001

Ir. Bagus Herudojo Tjiptono, M.P.
NIP. 196105261989031001

Dr. Ir. Bambang Supriyanto, M.Sc.
NIP. 196310041990041001

Ir. Emma Rachmawaty, M.Sc.
NIP. 196302171992032001

Directorate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4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8,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1,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1,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3,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12,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6, Jln. Gatot Subroto,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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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8, Jln. Gatot Subroto,
Jakarta

Ir. Sustyo Iriyono, M.Si.
NIP. 196206211990021001
Yazid Nurhuda, S.H.,M.A.
NIP. 196812091993031001

Ir. Helmi Basalamah, M.M.
NIP. 196111191988021001
Drs. Ade Palguna Ruteka
NIP. 196509241993031001

Ir. Mariana Lubis, M.M.
NIP. 196211121991012001
-

-

Directorate of Forest Prevention and
Security

Directorate of Law Enforcement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H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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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L

1

2

3

4

5

Ir. Mariana Lubis, M.M.
NIP. 196211121991012001

Drs. Ade Palguna Ruteka
NIP. 196509241993031001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4, Jln. Gatot Subroto, Jakarta

Jasmin Ragil Utomo, S.H.,M.M.
NIP. 196406031992031001

Directorate of Enviromental Conflict
Resolution

4

Jasmin Ragil Utomo, S.H.,M.M.
NIP. 196406031992031001

-

Directorate of Complain, Controlling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

3

Gd. Manggala Wanabakti Blok
VII, Lt.8,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
Lt.1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4,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4, Jln. Gatot Subroto, Jakarta

Dr. Drs. Sugeng Priyanto, M.Si.
NIP. 196307051983031001

Secretary of Directorate General of
Law Enforcement on Forestry and
Environment

2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4, Jln. Gatot Subroto, Jakarta

Dr. Drs. Rasio Ridho Sani, M.Com., MPM.
NIP. 196607111992031018

DG of Law Enforcement on Forestry
and Environ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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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r. Sylvana Ratina, M.Si.
NIP. 196108131986032003
Dr. Ir. Kirsfianti Linda Ginoga, M.Sc.
NIP. 196401181990032001
-

-

-

H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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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Forest Plan Breeding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ipterocarp
Forest Ecosystem

M

1

2

3

4

5

6

7

8

-

Dr. Nur Sumedi, S.Pi., M.P.
NIP. 196907181994031001

Dr. Ir. Agus Justianto, M.Sc.
NIP. 196308071988031001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gency

6

Cicilia Sulastri, S.H.,M.Si.
NIP. 196403311992032001

Center for Community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Generations

Sujarwo Sujatmiko, S.Hut.,M.Sc

Ir. Choirul Akhmad, ME

Dr. Nur Sumedi, S.Pi., M.P.
NIP. 196907181994031001

Dr. Wening Sri Wulandari,
S.Hut.,M.Si

Jln. A.Wahab Syahrani No. 68,
Sempaja, Samarinda

Jln. Palagan Tentara Pelajar
Km.15 Purwobinangun, Pakem,
Sleman, Yogyakarta 55582

Jln. Gunung Batu No.5, Bogor.
Telp (0251) 5790363

Jln. Palagan Tentara Pelajar
Km.15 Purwobinangun, Pakem,
Sleman, Yogyakarta 55582

Jln. Gunung Batu No.5, Bogor.
Telp (0251) 5790363

Jln. Gunung Batu No.5, Bogor.
Telp (0251) 5790363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7, Jln. Gatot Subroto,
Jakarta

Gd. Manggala Wanabakti Blok
IV, Lt.7, Jln. Gatot Subroto,
Jakarta

Jln. Rata Puspitek Serpong
Kawasan Puspitek Gd. 211
Tangerang Selatan 15310. Telp
(021)7560065

218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2020년 통권 7호

2020년 통권 7호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발행처

한-인니 산림센터

발행일

2020년 12월

주    소

#723, Wing C, 7th Floor, Block 4, Manggala Wanabakti, Jl. Gatot Subroto,
Senayan, Central Jakarta, Indonesia

전    화

+62-21-57852991

편    집  

금강인쇄사

인    쇄  

Dapur Printing

표지사진 설명
찍은위치   보고르식물원  
날       짜   2019.10.12.  
정       보   1/800, f2.8, iso200, 70-200mm 소니a7m3
사진설명   우람하고 싱그러움이 그윽한 나무가 드리워준 그늘 속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에서 자연이 건네는 친근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다.    
사진작가   최종윤

사진작가 소개
2018.1.1. ~ 2020.12.31.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동티모르 EPS센터장
2021.1.1.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장
2019~2020년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진동호회(한인문예총 소속)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매월 사진촬영 모임을 가지는 한편, 월간 한인뉴스
표지 및 행사사진 제공, 문예총 종합예술제 행사 촬영 등 활동
입상(선) 경력: 국제레저경기대회 사진공모전, 전국관광사진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