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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창출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를 매력적인 투자처

정치 분야

로 보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예상치 않은 헌재의 판결로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2021년 주요뉴스

평가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일자리창출법의 일환으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설립된 국
부펀드인 인도네시아투자관리기구(Indonesian Investment Authority)의 운영 등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투자관리기구를
설립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일자리창출법, 헌재 위헌 판결에… 조코 위도도, “투자자, 불이익 없다”

따라서 최근 새로 설립되어 90조 루피아(약 7조3400억 원) 상당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특별경제
구역(SEZs) 4개소의 노동법과 임금규정 등에 적용된 개정 내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사업

2020년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거친 일자리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2년 내 개정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투자한 기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새로 마련된 온라인 통합등록시스템(OSS)의 신규허가 발급 프로세스, 기
존 허가의 연장 등 기존 업무도 변동 없이 가동될 방침이다.

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지난 11월 29일 말했다.
조코위 정부가 마련해 2020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자리창출법은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 1천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5일 노동단체들이 낸 일자리창출법 위헌 소송에서 2년 내 개선이

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히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관계 당국은 모든 재입법 절차를 즉

노동계는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이 경영자에게는 '고용 유

각 처리해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비즈니스계를 진정시켰다.

연화'로 유리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격렬히 반발했다.

투자 촉진•고용 유연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창출법이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 등 일부
쟁점에서 근로자보다는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논란을 빚어왔고, 관련 법률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일정부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일자리창출법은 이번 결정을 통해 유효하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2년 안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적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
자리창출법 전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기각했고, 어떤 조항들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마땅히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를 존중하고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조정장관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헌재 판결과 관련해 신
속한 후속조치를 최단시간 내에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인도네시아에 해외자본 투자를 보다 적극적
으로 유치하려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림 1-1.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고용창출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조코위 대통령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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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델타 변이로 확진자 폭증 후 안정… 새 변이오미크론에 촉각

이 가운데 시노백 백신은 6세 이상,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에 대해 각각 접종 허가를 받았고, 나
머지는 18세 이상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은 집단면역을 위해 인구 2억7천만명

인도네시아가 지난 6∼7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폭증 사태'를 겪고, 지난 11월부
터 겨우 일상을 되찾았으나 12월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네시

의 70%인 1억8천155만명 접종 완료를 초기 목표로 세웠다가, 12∼17세 청소년을 접종 대상에 추가
함에 따라 목표치를 2억800만명으로 늘렸다.

아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월 15일에 5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10월 중순부터 1천
명, 11월 중순부터는 500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지난 11월 하순부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창궐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2월 2일 국가 공무원의 출국을 금지하고, 입국자의 의무 격리기간을 10일로
더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 11월 29일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홍콩 등 3개국과 이들 국가에 인접한 8개 국가 등 총 11개국에 최근 14일 이내
머무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오미크론 감염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는 12월 3일 현재 아직 입국 금지 대상국을 늘리지는 않았다. 대신 3일이었던 입국자의 호텔 격리 기
간을 7일로 연장한 데 이어 3일부터는 10일로 더 늘린다.
한국 정부 역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
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녀오려던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20일의 격리기간'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속속 비행기표 예약과 방문 일정을 취
소하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울러 자국민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국가 공무원의 출국

그림 1-2.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일 직접 국경마을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조코위 대통령 공식 트위터)

박재한 한인회장 재선

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유입 차단 조치를 주기적으로 평가 시행할 것"이라며 "보건 의료진에 이어 노

● 2021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임시총회 열려

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내달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박재한 후보가 당
선돼 연임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재한 한인회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확진자는 지난 12월 1일에 278명이 추가돼 누적 425만6천명, 사망자는 10명 늘어나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14만3천명이다.
이날 자카르타 꾸닝안 소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임시총회
인도네시아는 2021년 1월 1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을

에서 한인회장 선거가 열렸다. 한인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25명 가운데 96명이 참가한 투표에

접종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현지 식약청은 시노백에 이어

서 기호 1번 박재한 후보가 58표를, 기호 2번 이진수 후보가 38표를 각각 얻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다

시노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스푸트니크V, 화이자, 얀센, 칸시노바이오로직스, 안후이 지페이

득표한 박재한 한인회 회장이 차기 한인회장에 당선됐다.

롱콤사, 노바백스의 코로나백신을 차례로 긴급사용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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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한 후보는 정견 발표에서 신뢰와 의지가 되는 한인들의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코

조코위 정부 7년 성적표… ‘파란불’

로나 시국에서 절실했던 ‘한인전담 의료시스템 구축’과 ‘인도네시아 속의 한인역사 바로세우기’등 주
요 공약을 발표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출범한지 7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10월 20일에 재임기간의 국정운영
을 되짚어보고, 남은 3년의 과제를 점검해본다. 조코위는 중부자바주 중소도시 솔로(수라카르타) 시장

한인회장 선거에 앞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한인회 명예고문, 고문,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 등이

임기 중인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자카르타 주지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이사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박재한 한인회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이

사 임기 중 대통령에 당선돼 2014년 10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정치적 기

사회는 1부 국민의례와 한인회장 인사말, 2부 한인회장 선거로 진행되었다.

반이 약한 조코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집권 7년이 된
조코위는 이러한 의구심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평가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임시총회 1부 인사말에서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모임을 자주 갖지 못했다"며 “해외동포로서 인도네시아와 고국 사이의 사각지대에 갇히게 돼 두려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으나, 강한 정치적

웠다. 국가에 의해 안전망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에서 의존할 만한 공동체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 불

자산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조코위는 자신의 생존을

안감을 해소시키 위해 한인회가 앞장섰다”고 말했다.

보장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탐색했다. 한편 진보
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정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과두주의적 이해관계를 조코위

박 회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한인이 다각도로 한인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

대통령이 타파해 주길 기대했으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었고 한인회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함께 힘이 되어 준 한인회 이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덧
붙였다.

● 견고한 지지율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2019년 4월 71.4%에서 2020년 10월 68.8%로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8개월이 포함됐음에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사이풀무자니연구소(SMR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2021년 9월에도 68.5%로 여전히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국민
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조코위가 대체로 선방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팬데믹 상
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6~7월 사이 델타 변이가 주도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실시됐고, 응답자의 64.6%는 조코위 행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코위 대통령 1기 정부는 2014년 출범 당시 소수의 정당과 연립정부를 맺음에 따라 국회 과반을 넘지
못해서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힘든 첫 해가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질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
치는 후원 기반 시스템 즉 야당이 정부 지지로 돌아서면 보상으로 장관직을 주는 방식이다. 조코위 대
통령은 이러한 정치기술을 배우면서 이제는 야당 사이의 권력투쟁을 이용해 더 많은 정당을 연정에
합류시켰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서 2014년보다 큰 표차로 승리한 후 맹렬히 반대하던 야당
들까지 여당연합에 끌어들이는 수완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과 2019년 선거에서 상대편 대권
후보로 나섰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를 현 국방장관으로 영입한 것이다. 지난 8월에는
그림 1-3. 한인회장 후보, 왼쪽부터 기호 1번 박재한 후보와 기호 2번 이진수 후보
(출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

또 다른 야당인 국민수권당(PAN)까지 연정에 끌어들임으로써,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 의석 575개 중
82%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여당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야당 지위를 유지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번영
정의당(PKS)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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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LSI(Indonesian Survey Institute)의 자야디 하난 대표는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 조코위, 확고한 기반으로 7년차 진입

에도 계속 연립정부의 정당을 추가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연정에서 이탈하는 정당이 발생할 경우를 대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집권 7년차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연립정부에 참여한

비한 백업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다지기 위해 빅텐트(big-tent) 연정을

정당들과의 밀월관계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행 인도네시아 대통령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온전히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PAN의 합류이다.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아리

있도록 하는 '5년 연임제'이다. 현행 임기를 개헌하지 않는다면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야 페르난데스 연구원은 “처음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유약하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다. 국회(DPR)를 구성하는 정당 9개 중 7개가 여당연합에 참여하고 있고, 여당연합은 DPR의석의 82%

서 매우 전략적이고 정당들과 교섭에 능숙한 인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를 점유했다. 이는 정부가 거의 저항 없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개헌
이 가능하지만, 민주화 진행을 역행하는 개헌은 국민의 정서상 강행하는 게 쉽지 않다.

● 레임덕 대통령?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조코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 먹히지 않을 위험이 있

여당연합은 지난 2년 동안 조코위를 확고히 지지했지만, 2024년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분열할 것이

다고 주장한다. 자야디 LSI 대표는 현재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중 일부가 2024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다. 일부 정당들은 이미 자당의 대통령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동안 조코위

2022년 이후 이탈하게 되면 조코위 대통령의 행보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아흐맛야니

는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분주할 것이다. 여당연합의 불화 조짐은 2024년 선거 날짜를 논의하면서

대학교(Gen. Achmad Yani University) 정치과학부 요하네스 술라이만 교수는 조코위 대통령이 수실로 밤

나타났다. 여당인 투쟁민주당은 2월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조코위는 5월 개최를 추진한다. 이것은

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처럼 레임덕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경우, 두 번째 임기

평범한 사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연립 정부 내부의 긴장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중에 센추리은행 스캔들과 부패혐의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정치적•법적 논란에
시달리면서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일부 친정부 정당들조차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유

정당들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지를 철회하고 그를 레임덕에 빠뜨

도요노 정부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여당연합의 내분도 가시화됐다. 요하네스 교수는 유도요노

릴 것인가? 조코위 대통령이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지난 7년 동안의 경험은 누구도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그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켜서 결국 레임덕에 빠지게 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비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구회사를 운영했던 조코위는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정치인 출

판이 쏟아져도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설명했다.

신이 아니고 정당을 이끌지 않았음에도 정부를 능숙하게 운영해왔다. 조코위 대통령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정당들의 지지가 필요한 인도네시아에서 연정 관리 기술의 거장이 됐다.

● 민주주의보다 경제가 우선
조코위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이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경제와 개발에 집중하

조코위 대통령에게 첫 번째 시험은 연정 티켓으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당선

기로 했다. 그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이끌어냈던 많은 사회정치적 개혁 의제를 버리기로 한 것같이 보인

된 뒤에는 연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시험에 직면했다. 그는 2014년과 2019년에 그를 반대했던 정당들을 연

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부칼리만탄 지역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임기 중 최대 업적으로 삼기 위해 집중하

립정부에 참여시킴으로써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심지어 조코위는 두 번이나 대선후보로 경합했던 프

고 있는 것 같다.

라보워를 국방장관으로 영입했다. 국회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72개 법안을 대체하는 고용창출법(일
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과학원(LIPI) 정치연구센터 피르만 누르 센터장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옹호하거나 강화
하려는 조코위의 의지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르만은 “유도요노

이제 남은 것은 수도 이전에 관한 법안이다. 자카르타 대신 동부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

시대보다 더 확연한 공포 분위기이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석유보조금 관련 시위를 할 수 있

획은 조코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막바지인 2019년 4월 결정했고, 예정지는 같은 해 7월 말 발표했다. 초

었지만, 지금은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라고 말했

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정부가 수도 이전을 검토했지만, 천문학적 비

다. 조코위 대통령 2기 임기에 부패방지위원회(KPK)의 권위와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당하는 모습을

용 등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수카르노 전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잔재를 씻어낸

목격했다. KPK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반부패기구이자 개혁운동의 몇 안 되는 유산 중 하나였다. KPK

다는 의미로 국토 중앙에 해당하는 중부칼리만탄주에 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후임자인 수하

는 일시적이었을지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약탈적인 정치와 만연한 부패를 멈추게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르토 전 대통령도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50㎞ 떨어진 새 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했고, 수실로 밤

개혁주의자로서 이미지를 표방해왔지만, 아들과 사위가 주요 지방도시의 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을 지원

방 유도요노 대통령 역시 수도 이전을 검토했으나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면서 왕조주의자나 혈통주의자가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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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는 권력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마룹 아민 부통령으로 대표되

아르야는 여론조사기관을 인용, 프라보워의 당선가능성은 최근 하락하고 있다면서 프라보워의 지

는 이슬람단체, 비즈니스 로비단체, 군과 경찰 등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과도 정치거래를 한다. 조코위는

지층이 두터운 서부자바와 수마트라 지역에서 표심이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로 옮겨가고

향후 3년 동안 국민과 여당연합 정당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몇 장의 카드가 더 필요할 것이다. 조코

있다고 보았다.

위는 인도네시아가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국가순위를 현재 16위에서 5위로 끌어올려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꿈꾼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동안 메가와티는 푸안을 투쟁민주당 내에서 권력을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가
그림 1-4. 조코위 대통령, 프라보워와
                  지하철 회동
                (출처: 조코위 트위터 공식 계정)

와티는 푸안을 인력계발문화조정장관에 앉혀 행정부 경험을 쌓게 했고, 이어 국회의장직으로 옮겨 입
법부 경력을 쌓도록 정치수업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안이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르야는 최근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투쟁민주당 내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를 주
목하고 있다. 지금은 당내에서 밀려있지만 결국 메가와티가 딸 대신에 간자르를 선택할 것으로 조심
스럽게 점쳤다.
여론조사기관 사이풀무자니(SMRC)는 2021년 9월 15일부터 일주일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라
보워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조사됐지만 지난 5월에 34.1%와 비교해 지지도가 떨어진 30.8%로 나

2024년 대선에 프라보워-푸안이 한조를 이룰까?

타난 반면, 간자르와 아니스는 각각 29.3%와 25%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집권당 투쟁민주당(PDIP)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총재와 유력한 대선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

한편 프라보워와 푸안이 한조로 대선에서 출마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인도네시아 정치적

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회동하면서 2024년 대선에서 정치적인 동맹 관계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서로 볼 때 이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프라보워의 그린드라당은 보수 이슬람 성향을 보였
던 정당으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모순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안디 카퍼르카사 통합사령관 취임식에서 메가와티 총재, 그의 외동딸
푸안 마하라니와 프라보워 총재가 회동했는데, 정계와 언론계는 차기 대선에 관한 움직임에 촉각을 세
웠다.
하스토 크리스티안티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은 메가와티 총재와 프라보워 총재가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환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불편한 과거사가 있다. 2009년 대선에서 메가와티는 러닝메이트로 프라보워를 내세워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와 경합을 버렸으나 패했다. 앞서 메가와티 측은 2014년 대선에서 프라보워를 대
통령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2014년 대선에서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인 조코 위도도를 대통
령 후보로 선택해 메가와티와 프라보워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2024년 대선에서 그린드라당은 투쟁민주당과 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 정당이 정치적 동맹을 맺
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SIS) 아르야 페르난데스 연구원은 두 정
당이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 동맹관계이지만 2024년 대선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림 1-5. 왼쪽부터 푸안, 메가와티, 프라보워 (출처: 리푸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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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2021년 주요뉴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 전략>
● 조코위, 인도네시아 미래 경제•비즈니스 3대 전략 제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미래 인도네시아의 경제•비즈니스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인도네시
아 광물자원 가공 산업인 ‘다운스트림’,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 등
3개의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림 1-6. 현대차그룹의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빌리티인 트레일러 드론
(출처: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원광 수출 금지에 이어 향후 보크사이트, 금, 구리 등 가공하지 않은 광물자원 수
출을 중단해 광물자원 가공 산업인 ‘다운스트림’ 부문을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 인니, 핵심 산업 투자 확대 위한 ‘우선 순위 목록’ 발표

제조해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재정 및 비재정 인센티브를 약
속하는 내용의 투자 우선 순위 목록이 포함된 규정을 발표했다고 2021년 2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

조코위 대통령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상반기에 제철 및

도했다.

제강 부문에서 105억 달러를 수출했다. 또 니켈뿐만 아니라 향후 보크사이트, 금, 구리 등 광물자원 가공
은 물론 팜오일을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가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령 No.10/2021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으로 2
월 2일부터 30일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은 우선투자목록에 하이테크산업, 첨단산업, 수출지향산

두번째 전략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로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

업, 연구지향산업, 자본집약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을 포함시켰다.

원하는 방안이다. 인도네시아에는 6천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있으며, 2021년 8월 현재 1천 550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디지털 플랫폼에 등록돼 글로벌 마켓에 진출해 있는 만큼 당국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투자금지목록(DNI)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모든 비즈니스 영역
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마약과 도박 그리고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부문은 개정된 규정에서
도 공식적으로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

세번째는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이다. 이와 관련,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녹색경제는 매우 유
망하다고 말했다. 녹색경제 실현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그린산
업공원을 올해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순위목록에 포함된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세금공제, 텍스 홀리데이, 허가 절차 완
화 등을 포함한 재정 및 비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부터 소형 발전소에 투자하는 투
자자에게는 세금공제 혜택을, 석유와 가스 정유소, 백신제조업, 전기자동차(EV)와 EV 배터리 제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텍스 홀리데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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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투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임기 막바지인 2019년 4월 결정했고, 예정지는 같은 해 7월 말 발표했다. 수도이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

투자와 가계소비는 89%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에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로, 1998

이 재선에 성공해 2019년 10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조코위 정부는

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신수도법안을 2020년 3월 발의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투자조정부(BKPM)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총 투자액은 826조3천억 루피아(미화 5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나, 이 중 외국인투자액은 412조 8천억 루피아로 전년 대비 2.4%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면서 일정이 계
속 밀렸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장관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이후에 신수도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앞서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2억7천만명 인구 가운데 2억820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법 79개를 개정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시행령 49

만명(77%) 접종을 목표로 한다.

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개 산업 부문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발리와 북부술라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류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

조코위 대통령이 신수도건설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5년 임기 중 2년 임기가 이미 지났다. 초대 대통령

통의학, 바틱 직조, 지역 표시가 있는 커피 가공 등 같은 일부 부문에는 계속해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기

인 수카르노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정부가 수도 이전을 검토했지만, 천문학적 비용 등 난

로 했다.

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앞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BKPM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헬스케어, 전자, 재생에너지, 기간산업, 자동차산

수카르노 전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잔재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국토 중앙에 해당하는 보르네

업, 광물가공업 등 부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올해 900조 루피아의 투자를 유치

오섬 중부 칼리만탄주(州)에 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후임자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도 자카르

할 목표를 세웠다. 이 규정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위한 최소 투자액을 100억 루피아로 규정했다. 한편

타에서 동쪽으로 50㎞ 떨어진 새 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했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특별경제구역(SEZ) 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억

수도 이전을 검토했으나 현실화하지 못했다.

루피아 투자 요건이 면제된다.
다만, 자카르타의 인구과밀과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에 조코위 대통령이 못하더라도 차기

<수도 이전>

대통령 역시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부이사관과 LH협력관을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해 향후 신수도 사업 참

조코위 "코로나에 연기됐지만, 신수도 건설 사업할 것"
● "보르네오에 신수도 개발 완료까지 15∼20년 소요 예상"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사업이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
령은 사업을 계속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2021년 9월 9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수도 개
발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이 언론에 전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비록 코로나로 국내 경제가 여전히 침체해 있지만, 신수도 개발 계획은 계속될 것"이
라며 "개발 완료까지 15∼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대신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조코위 대통령이 첫 번째

여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림 1-7.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부지  
                (출처: LH제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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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신수도건설 참여 희망 '팀코리아', 현지 정관계 손잡아

수도를 이전하면 자카르타의 문제가 해결될까?

● 인니 국회 국민평의회 의장 주도 한-인니 협력 네트워크 출범

조코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계획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과연 수도 이전으로 만성적이고 복잡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 기관•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현지 정관
계 주요 인사들과 손잡았다. 6월 16일 오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협력을 위한 한-인

한 자카르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고 9월 4일 현지 언론이 보도
했다.

도네시아 협력네트워크 출범식이 화상으로 열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조코위 대통령은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인도네시아에 파견한 최형욱 수도이전협력관과 LH 협력관 등이 인
도네시아 국회 국민평의회(MPR) 밤방수사트요 의장을 면담하며 한국이 세종시를 건설한 경험과 노하우

2019년에 이 아이디어를 처음 발표하면서, 수도 이전 이유로 인구 과밀, 교통 체증, 대기오염, 홍수, 지반
침하 등 자카르타의 만성적인 문제를 꼽았다.

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밤방 의장은 신수도 건설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 신수도 예정지 국회의원
과 군수, 국가개발기획부, 공공사업주택부, 투자부, 금융감독청 관계자들이 '팀코리아'와 함께하는 네트워
크 출범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행정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멀리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트리삭티대학교 도시개발 전문가 니르워노 교수는 관공서를 새 수도로 이전해도 자카르타 인구
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인 반면 신수도는 홍수, 산사태, 물 부족, 산불 등의 위험이 예상된다며, 중앙정부가

밤방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예산투입 등과 관련해 한국의 세종시 개발모델에 특히 관심이 있다"며 "

자카르타와 신수도 양쪽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팀코리아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모델이 인도네시아에 잘 접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1,100만 명에 달하며, 자카르타와
로버트 조피카르디널 국회 국가개발기획분과 의원은 "신수도법이 제정되고, 신수도 부처가 만들어지

주변 지역은 매년 인구가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2030년에는 자카르타가 인구 3,800만 명

면 한국과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한국으로부터 인프라와 주택•상업시설 투자가 이뤄지도

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8년 기준으로 자카르타 인구밀도는

록 네트워크를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방킬로미터당 14,464명이다.

'팀코리아'에는 행복청과 LH, 국가철도공단, 코트라, 농어촌공사, 수자원 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

니르워노 교수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50만 명으로 자카르타 인구의 10% 정도라며, 이들이

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한전과 발전자회사들,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환경산업기술원, 건설공제조

빠져나가도 자카르타 인구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자카르타는 인구 과밀 현상만이 아니라 열

합과 건설사들이 뭉쳤다. 수도이전을 위한 한-인니 협력 네트워크는 7월부터 매달 에너지, 철도, 주택 등

악한 교통시스템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분야별 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수도이전 예정지를 합동 방문할 계획이다.

이동을 제한하자 대기의 질이 개선됐다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이동이 다시 증가하자 대기의 질도 다시
악화됐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8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사태 대응에 쏟아부으면서 착공을 미룬 상태다. 신수도법(IKN)이 아직 제정되지

자카르타 행정당국은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족한 상수도망으로 인

않았고, 착공을 위한 정부예산도 배정되지 않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향후 신수도 사업 참여를 위해 공을

해 자카르타 시민들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땅이 가라앉거나 함몰되기도 한다. 환경운동가

들여야 한다고 '팀코리아'는 의지를 다졌다.

들은 지반 침하, 습지 위에 건축,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자카르타가 매우 빠른 속
도로 가라앉고 있다고 비판한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환경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자카르타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자카르타 북부지역의 약 40%는 이미 해수면 아래에 있고, 2050년에는 자카르
타의 일부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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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면적의 90%가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녹지가 10%에 불과해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택

앞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2021년 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5.5~6%로 전

단지, 아파트, 쇼핑몰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면적의 30%를 개방녹지로 남겨서 빗물을

망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경제성

흡수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게 한 규정을 어기는 건축주가 많다.

장률이 5.5~6%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경제성장률은 4~5.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비즈니스 위험관리 전문컨설팅 회사인 메이플 크로프트(Maplecroft)는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국제기구들,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3.2~3.7% 전망

취약한 도시로 자카르타를 꼽았다. 자카르타는 대기 오염, 지진, 홍수 등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
다. 니르워노는 교수는 자카르타에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태학적 자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자카르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제기구들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3.2~3.7%, 내년에는 4.8~5.2%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통화기금(IMF)은 2021년 10월 13일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가 델타 변이 바이러
스 확산 사태로 인한 충격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이유를 들어,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니르워노 교수는 수도 이전으로 자카르타가 가진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3.2%로 하향 조정했다. IMF의 10월 전망치는 지난 7월 전망치 3.9%보다 0.7% 내린 것.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가 아직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세계은행은 9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 4월에 4.4%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2022년에 5.2%, 2023년에 5.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지표와 내년 예산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4.7~5.5% 전망

가 거시경제정책의 뒷받침으로 향후 수년 간 4.5~5% 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 21일 발표한 ‘아시아 개발 전망 2021’ 보고서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
장률 전망치를 3.5%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1% 낮췄다. 2022년 전망치는 4.8%로 지난 4월보다 0.2% 하향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내년에 내수 수요와 글로벌 경제 반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복할 것으

조정했다. 올해 7월과 8월 기간에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반영한 것. 9월 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로 전망했다고 12월 24일 안따라통신이 보도했다. BI는 2022년 경제성장률이 4.7~5.5%가 될 것으로 전망

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지난 5월보다 1% 내렸다. 내년 전망치는 4.9%로 지난 5월보

했다.

다 0.2% 하향 조정했다.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3.2~4% 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는 수출과 민간소비 그리고 투자가 경제회복을 지지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양책들도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2022년 인플레이션이 2~4%로 2021년과 비교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적절한 공
급, BI의 정책 대응, 중앙과 지역 인플레이션관리팀(TPIs)들간 제휴, 루피아 환율 안정 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페리 총재에 따르면, BI는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을

인도네시아 수출, 향후 10년 간 2배 증가 전망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수출액이 두 배로 증가하고, 신흥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2021년 초부터 9월 17일 현재까지 루피아화 가치가 2020년보다 1.35% 하락했다. 하지만 루피아화가 평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스탠다드차터드은행(SC) 보고서를 인용, 11월 2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가절하 되었지만 싱가포르 달러(2.85%), 말레이시아 링깃(3.43%), 필리핀 폐소(6.06), 유로화(8.68%) 등과 비
교하면 적게 떨어졌다.

SC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출이 매년 8%씩 늘어서 2030년에는 3,4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수출 증가율 연 8%는 나이지리아(9.7%)와 말레이시아(8.3%)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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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내수소비 증가와 자원산업 발전에 따라 미래 세계 무역의 흐름을 좌우할 신흥시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3개 국가 중 하나이다.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한국 국회 통과…내년 2월초 발효
SC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지역 최고경영자인 앤드류 치아 CEO는 "세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인도
네시아는 글로벌 미래 무역에서 전략적 위치를 제공한다"고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인도네시

● 15개국 참여•세계 교역 3분의1 차지…중국•일본 1월 1일 발효

아 수출에서 광업이 29%, 농업 특히 팜유가 20%, 섬유산업이 11%를 차지하면서 수출 증가의 주요 동력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12월 2일 대한민국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과 인프라 지출 증가는 금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내년 2월 초

및 광물에 대한 수요를 주도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도시 인구 증가와 소비 패턴의 변화는 팜오일 수요

발효될 전망이다.

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
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

이 연구는 향후 10년간 인도네시아에 생산을 아웃소싱할 봉제회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한 조사대상이었던 다국적 기업 510개 중 40%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소싱/제조하고 있거나 향후 5년 내

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에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라는 수치는 중국(52%), 말레이시아(43%), 싱가포르(42%), 베트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천690억 달러로 전

남(4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

중국과 미국은 인도네시아 수출의 주요 지역으로 남아서 2030년에는 총 수출의 20%를 중국, 10%를 미

리나라는 2020년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국이 각각 기여할 것이다. 인도는 중산층 증가와 인프라 개발, 인도네시아와 경제적 유대 강화 등으로 인

가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10월 1일에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다.

해 향후 10년 간 수출이 매년 11.2%씩 증가해, 인도네시아 수출국 중 증가율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이
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액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상 최대치인 220
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1-8. [그래픽]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요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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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 소비자, 디지털 라이프로 이주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20121년 상반기까지) 신규 디지털 소비자 2,100만 명이 증

인도네시아, 2021년 인터넷 경제 700억 달러 도달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가 전자상거래 부문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약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했다.
보고서는 신규 디지털 사용자 가운데 72%가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인도네시아 디지털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는 11월 10일 공동으
로 이런 내용을 담은 'e-Conomy SEA 2021'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

또한 새로 유입된 디지털 소비자의 96%가 디지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고, 99%는 계속 사용할 의

가포르, 태국, 베트남 6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용자와 온라인 경제 규모 등을 분석했다. 온라인 경제는

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계속 디지털 시장에 머물 것이라고 썼다. 팬데믹 이전부터 디지털 서

전자상거래, 교통과 음식 배달,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금융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

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평균 3.6개의 서비스(앱)를 더 소비했고, 업종 전반에 걸쳐

영역을 말한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7%였다.

● 회복력과 부활
보고서는 총 상품거래액(gross merchandise value. GMV)으로 표시하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또는 인
터넷 경제 규모가 2020년에 470억 달러에서 2021년에 700억 달러로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들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온라인 마케팅 같은 디지털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중소기업
의 4분의 1일 해당하는 1,530만 개의 중소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에 합류했다.

추세가 적어도 5년 간 이어져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가 1,4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
구글 인도네시아의 랜디 유숩 총괄이사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성장률이 18%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4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2021년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에서 국가별로는 인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자 비율이 28%로 다른 5개국보다 낮다며, 그 이유를 인도네시아 방역조치가
다른 국가보다 관대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도네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썼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사업자는 평균 2개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여진히 수익성은 가장 큰 고민이
2021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총상품거래액 700억 달러는 1,740억 달러의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가운데

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디지털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다. 현재 디지털 사업자의 98%가 디지털

약 40%에 달한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가 2025년에 3,6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페이를, 디지털 사업자의 59%는 디지털 대출 솔루션을 사용했다. 디지털 사업자들은 고객과 소통하기 위

이는 지난해 보고서인 ‘e-Conomy SEA 2020’에서 예상한 3,100억 달러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해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디지털 사업자의 69%는 향후 5년 간 디지털 마케팅 수단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전자상거래 고속 성장
전반적으로 모든 디지털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보이며 강하게 상승했다.

● 디지털 금융에 큰 기회 있어

보고서는 특히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고속 성장하

테마섹의 폭 와이 훙 총괄이사는 "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커질 것인 만큼 기회

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았다.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디지털 보험, 자산관리, 전자지갑 및 후불 서비스 같은 디지털
금융 부문 하위 산업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부문 총상품거래액은 2020년에 350억 달러에서 2021년에 530억 달러로 52% 성
장하고, 2025년에는 1000억 달러가 되어 계속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개방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매우 활발한 시장 중 하나로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여행, 교통과 음식배달 등 부문 총상품거래액은 2021년에 34억~69억 달러 수준에

핀테크와 디지털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폭 총괄이사는 에듀테크(edutech)와 헬스테크(health-

서 2025년에 97억~168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ech) 등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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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해 학습하고, 직접 병원에 가지 못하고 원격의료
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난해 이들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했다. 그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경우 장년층의 직
업훈련에 활용할 수 있게, 헬스테크의 경우 진단에서 처방약 배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로 발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상반기에 투자금 조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를 제
치고) 가장 인기있는 투자지역이 됐다.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그 중에
서도 핀테크, 헬스테크, 에듀테크 부문에 글로벌 자본 투자가 몰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IT
대기업이 상장했거나 상장을 준비하면서 개인 투자 열기도 고조됐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외국기업이 성공하려면"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기억해야 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
제는 2020년에만 11% 성장해 440억 달러 규모가 됐고,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
나 된다.
디지털페이먼트 플랫폼 PPRO의 글로벌 시장 개발 책임자 켈빈푸아(Kelvin Phua)는 10월 25일 자카르타포
스트 기고문에서 외국기업(원문에는 유럽기업)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시장에 성공적으
로 진출하려면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시장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는 지불 수단으로써 신용카
드 사용 비율이 낮고, 디지털 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가 많고, 소비자들이 압도
적으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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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낮다. 온라인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은 34%

고젝•그랩•블루버드, 인도네시아 전기차 도입 촉진

에 불과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발행한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현지 업체가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온라인 거래의 13%에 불과하다.

고젝, 그랩, 블루버드 등 민간 운수회사들이 수천 대의 전기차(EV)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천 대
의 전기차가 운행할 경우, 충전소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자동차 도입을 촉진할 것으

캘빈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부문에 진입하면서 선진국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용카드 결제만 사

로 보인다.

용하게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약 1억 5천만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 상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전자지갑과 다양한 은행 앱(온라인 거래의 30%가량) 및 다양한 현지 지불 수단(7%)
을 사용하는 동시에 여전히 현금(약13%)으로 결제하기도 한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의 선임연구원 라훌굽타는 최근 차량 호출과
택시 회사가 전기차량을 운행할 경우, 소비자 인식 개선과 수요 증가 그리고 총 보유비용(TCO) 감소 등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빈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중에서도 디지털 결제 부문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전자지갑, 은행 앱 및 기타 현지 결제 수단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인도네시아 결제시장도 빠르게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불방법을 현지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굽타는 온라인 호출 차량과 택시 운전기사의 운행 기록을 분석해서 고속 충전 또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Battery Swap Station) 위치와 교체용 배터리 재고를 최적화해서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디지털 부문 인도네시아 기업은 1억 명이 넘는 실제사용자(active users)를 가진 고투
(GoTo) 그룹이다. 인도네시아 양대 스타트업인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 및 결제 업체인 고젝(Gojek)과 마켓
플레이스 토코피디아(Tokopedia)가 2021년 5월에 합병해 결제 및 전자상거래 대기업 고투를 설립했다. 그렇

택시회사 블루버드,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고젝과 그랩은 모두 운전기사에게 전기 자동차와 오토
바이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험 주행을 수준을 밟고 있다.

다고 해서 고투 또는 고페이(GoPay)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결제수단은 아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오토바이 1,300만 대와 전기자동차 220만 대를 보급하고, 2050년
인도네시아에서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제니우스(Jenius)로, 사용자가 2년
만에 160만 명에서 330만 명으로 증가했다. 전자지갑 링크아자(LinkAja)는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가입자가

까지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1,500만 대, 오토바이는 1억1,200만 대였다.

65% 증가했고 거래액은 4배가 증가했으며 수입은 250% 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공버스도 전기버스로 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징 중 다른 하나는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ITU(International Telecoms Unio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의 4%만 유선 광대역 가입자고, 89%는 모바일 광대

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자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
는 국가 중 하나이다.

역 가입자다. 인도네시아 성인 인구의 거의 10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인용 컴퓨터(PC)를 가진
사람은 19%에 불과하다.

● 고젝
인도네시아 기업인 고젝은 전기오토바이 250대를 시험 운행하고, 자카르타 내 4개 주유소에 배터리 교

언어도 현지화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어를 말하고 읽는
다. 인도네시아인의 3분의 1은 일생생활에서 자바어를 사용한다.

체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대만의 전기 스쿠터 스타트업 고고로(Gogoro)와 체
결했다고 11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반면 2020년도에 영어 교육기관 EF가 주관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읽는 국민의 비율로 국가 순위를 매

고젝은 우선 전기 오토바이 500대를 자카르타 남부지역에 배치해 시험운행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긴 영어능력지수(English Proficiency Index)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100개 국 중 74위에 불과했다. 캘빈은 이와

5,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5월에 고젝은 2030년까지 모든 자사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어서 10년 안

같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과 문화를 이해하는 파트너와

에 고젝을 탄소중립회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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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

고젝, 탄소중립회사를 향해 전기차 생산까지 전기차 생태계 구축 계획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는 유니콘 기업인 그랩Grab)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 현지 제조업체인 비아
르 모터 인도네시아(Viar Motor Indonesia)에 전기 오토바이 6,000대를 주문했고,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의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 고젝(Gojek)이 전기차 생산부터 활용까지 갖춘 종단간 전기차 생태계(endto-end EV ecosystem)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기업 PT TBS Utama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전기오토바이 제조
업에 진출하고, 대만 스쿠터제조업체 고고로(Gogoro)와 협력해 전기오토바이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고 이

앞서 그랩은 2019년에 전기 택시 서비스인 그랩 카 일렉트릭(Grab Car Electric)을 출시했다. 그랩은 2025

를 위해 배터리 교체 스탠드도 설치할 계획이다.

년까지 배달기사들에게 EV 26,000대를 나눠주고 운행하게 할 계획이다.
고젝은 2030년까지 모든 자사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어서 10년 안에 고젝을 탄소중립회사로 만들 계획이라
● 블루버드

고, 지난 5월에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업인 블루버드는 2019년에 전기자동차 30대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2025년까지 2,000대를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케빈 알루위 고젝 최고경영자(CEO)는 “EV 상용 시험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기업이 되겠다는 지속가능한
약속의 표시”라며, 전기자동차 중심의 독립사업부를 설립하고, 차량 호출 외에도 음식 배달, 물류 및 온라인

블루버드는 2020년 기준으로 택시 16,963대를 비롯해 리무진, 렌터카, 버스, 셔틀버스 등 차량 5,000대 이

쇼핑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고객이 전기오토바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월 18일 말했다.

상을 운영한다.
● 고젝, 전기오토바이 생산 위해 TBS에너지와 합작법인 설립
● 국영 전력회사(PLN), 전기차충전소 설치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 40만 대와 전기 오토바이 176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

고젝(Gojek)은에너지기업 PT TBS Utama와 합작회사 일렉트럼(Electrum)을 설립해 전기오토바이 제조
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11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운행되는 전기 자동차가 150대, 오토바이가 5,538대, 3륜차가 29대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목표로 보인다.

일렉트럼은 전기오토바이 생산, 배터리 패키징, 배터리 교체 인프라 및 EV 대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양측은 합작투자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TBS 우타마 판두 스자흐리르 부사장은 “균등한 분할”이

PLN은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충전소 31,000개 이상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약 54조6천억 루피아

라고 표현했다.

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PLN은 10월까지 전국 18개 도시에 전기차충전소(SPLU) 50개를 운영
하고 있고, 연말까지 67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PLN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에 전기차충전소 168개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두 부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수요가 큰 시장인 만큼 우리가 전기 오토바이 생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포괄적 EV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 엘렉트럼이 투자해야 할 자금
을 향후 5년 간 17조 루피아(미화 11억 달러)로 추산했다.

PLN 관계자 자이날 아리핀은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아직 전기차 수가 작아서 적절한 수
준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이날은 "내년에는 공무용 차량도 전기차로 교체하기 시작할 것"
이라며 "개인 소유 전기차를 비롯해 택시회사와 차량호출회사가 운행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충전과 교체

판두 부사장에 따르면, TBS는 석탄사업으로 출발한 상장 에너지 회사지만 최근에는 그린 에너지와전
기차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고젝과 고고로, 자카르타서 전기오토바이 2차 시험운행
고젝은 보유차량 전기화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전기오토바이 5,000대를 시험운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10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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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젝은 이날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전기오토바이 500대를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5,000대까지 늘릴

제 대만의 전기 스쿠터 97%가 고고로일 정도로 전기 스쿠터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며, 중국과 인도

계획이다. 케빈 알루위 고젝 공동 CEO는 2차 EV 시험운행 기간에 총 10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기를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고로는 스마트 배터리, 차량 엔지니어링 및

바란다며, “합작회사는 우리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라

제조 프로젝트를 폭스콘과 협력하고 있다.

고 11월 18일 말했다.
고고로는 폭스콘과 협력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스쿠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루크 고고로 CEO는 자
고젝 운송 담당 최고책임자인 라디티야 위보워는 인도네시아 게싯(Gesit)과 대만 고고로(Gogoro)가 생
산한 전기오토바이를 고젝기사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디티야와 달리, 케빈 알

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와서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루위 고젝 최고경영자(CEO)는 운전기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는 편이 더 낫다고 11월 18
일 말했다.
또한 고젝은 국영 석유회사 퍼르타미나(Pertamina)와 협력해서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있는 주유소 4곳
에 오토바이 배터리 교체 스탠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고젝은 2019년 7월에 자동차 대기업 아스트라
인터내셔널(PT Astra International)과 협력해 1차 전기오토바이 시험운행을 실시했다. 당시 일부 고젝 기사
들은 아스트라가 제공한 혼다 PCX 전기오토바이를 자카르타에서 운행했다.
또한 고젝은 고고로와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방침이다. 라디티야는 전기 오토
바이의 단점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운전자들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것을 걱정하고
1시간 이상 걸리는 충전시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쿠터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고고로(Gogoro)는 대만의 전기 스쿠터 스타트업으로 충전방식이 아닌 ‘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스쿠터를 생산판매하며, 시내 곳곳에 일종의 자판기인 ‘고스테이션
(GoStation)’을 설치해 손쉽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루쉐썬(陸學森) 고고로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각 도시들은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전환 등 도시교통 스마트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고고로와 GoTo그룹은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고로
고고로(Gogoro)는 2011년 설립된 전기스쿠터 전문기업이다. 충전방식이 아닌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

인니 대표 스타트업 고젝-토코피디아 합병 'GoTo 그룹' 설립
● 온라인 쇼핑에 배송•결제•금융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노려
인도네시아의 최대 승차공유업체 고젝(Gojek)과 전자상거래업체 토코피디아(Tokopedia)가 합병해 '고투
그룹'(GoTo Group)이라는 지주사를 설립한다고 5월 17일 발표했다.
이날 두 회사는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구글과 알리바바 그룹 홀딩 등 주주들의 지원을 받아 고
투 그룹이라는 합작 지주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는 것이 특징이다. 시내 곳곳에 일종의 자판기인 ‘고스테이션(GoStation)을 설치해 손쉽게 배터리를 교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차량과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도 개발하고 있다.

고젝의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안드레 술리스티오가 합작사 고투 그룹 CEO를, 토코피디아 대표 패트릭
카오가 고투의 대표를 맡는다. 고젝의 또 다른 CEO 케빈 알루위와 토코피디아의 CEO 윌리엄 타누위자야는

지난 6월에 고고로는 폭스콘과 손을 잡았고, 앞서 중국 최대 전기스쿠터 생산기업인 야디그룹홀딩스
(Yadea Group Holdings), 인도 최대 이륜차 제조업체인 히어로(Hero MotoCorp)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실

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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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술리스티오는 고페이를 포함한 결제•금융 서비스 '고투 파이낸스'를 이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BUKA’라는 약자로 상장된, 부카라팍의 주식은 상장 첫날에 공모가를 850루
피아에서 출발해 1,060루피아로 24.71%가 올랐다. 부카라팍은 지분의 25%에 해당하는 257억6천만 주를 매각

고젝의 기업가치는 105억달러(11조7천억원) 수준, 토코피디아의 기업가치는 75억달러(8조3천억원) 정도로

해 21조9천억 루피아(미화 15억)을 조달했다.

평가된다. 두 회사는 합병 성사 후 인도네시아와 미국 증시에서 기업공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나르노 자야디 IDX 사장은 부카라팍의 IPO에 투자자 96,000명이 몰렸다며, 부카라팍은 인도네시아 증시
고젝은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베트남•필리핀•태국•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로 진출했고, 투자
금이 몰리면서 인도네시아의 첫 데카콘(Decacorn•기업가치 100억 달러) 기업으로 성장했다.

와 동남아시아 증시에 상장한 첫 번째 유니콘 기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다른 유니콘 기업들
과 테크 기업들이 부카라팍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인도네시아 증시에 상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카라
팍은 인도네시아 증시에 상장한 740번째 기업이자, 올해 상장한 28번째 기업이다.

처음에는 승용차•오토바이 승차 공유서비스로 시작해 지금은 음식 배달, 택배, 온라인쇼핑에 이르기까
지 앱 하나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기반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라흐맛 카이무딘 부카라팍 사장은 6일 보도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부카라팍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것은 부카라팍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라흐맛 사장은 IPO를 통해 조달

인도네시아의 알리바바로 불리는 토코피디아는 2009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위 업체다. 이번

한 자금을 자사와 자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합병으로 꼽히며, 양사는 온라인 쇼핑에 배송, 결제, 금융서
비스를 결합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젝과 토코피디아의 실제 이용자 수는 월 1억명에 이
른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부카라팍의 IPO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2008년 석탄회사 아다로 에너지(PT Adaro Energy’)
의 IPO 규모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부카라팍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부카라팍은 지난해 1조3,500루피아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는 2019년보다 51.7% 줄어든 금액이다.

고투 그룹 CEO 안드레 술리스티오는 "고투 그룹이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에 기여할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놓았다.

다른 인도네시아 유니콘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증시와 해외 증시 또는 양쪽 모두에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
IDX는 인도네시아 유니콘 기업들이 모두 IDX에 상장할 경우 시장의 자본이 554조 루피아가 더 늘 것으로 추
산했다.

부카라팍, 인도네시아 증시에 상장한 첫 유니콘 기업

2010년 설립한 부카라팍은 인도네시아 4대 유니콘 가운데 하나다. 현재 기업가치는 50억 달러로 평가를 받
는다. 인도네시아에는 데카콘 기업(Gojek) 1개와 유니콘 기업 (Tokopedia, Bukalapak, Traveloka, OVO) 4개가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기업 부카라팍(Bukalapak)이 8월 6일 인도네시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여
러 개의 기록을 세웠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부카라팍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카라팍은 상품•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과 전
통 유통 체계를 혁신하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을 하고 있다. 7,000만명 이상의 고객과 400만명 이상

부카라팍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인도네시아 유니콘 기업 중 첫 상장기업이 됐고 인도네시아 증시

의 판매자, 200만개 이상 소형상점이 이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에 상장한 첫 번째 유니콘 기업 동남아시아 증시에 상장한 첫 번째 유니콘 기업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사상 최대 규모의 IPO 등의 새 역사를 썼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의 70%가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메단, 스마랑 등 주요 대도시에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부카라팍 매출이 2019년에 1조800억 루피아에서 2020년 1조3,500억 루피아로 증가

유니콘 기업이란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을 말하며, 부카라팍은 인도네

했다.

시아 유니콘 기업 6개 중 하나다. 부카라팍은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25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부카라팍은 공모로 조달한 자금의 3분의 2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노점상 디지털화 사업을 하는 자회사 부카미트라 인도네시아(Buka Mitra Indonesia)와 부카우사하 인도네시
아(Buka Usaha Indonesia) 등에 투자해 향후 이용자층을 농촌과 지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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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카라팍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 인도네시아 미디어 대기업 엠텍. 한국의 미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투자자가 크게 증

래에셋그룹과 신한금융그룹, 네이버도 투자했다.

가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는 2021년 8월 말 기준 개인투자
자는 약 270만 명이고, 이중 100만 명이 올해 초부터 8개월 동안 새로 참

부카라팍 IPO 대표 주관사는 만디리증권(Mandiri Sekuritas), 부아나증권(Buana Capital Sekuritas), UBS증권

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지난해 조사에 따르

(UBS Sekuritas Indonesia), 미래에셋(Mirae Asset Sekuritas Indonesia) 등이 선정됐다.

면,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에서 금융 문해력은 4.9%로 매우 낮았다.

아자이브, 투자플랫폼으로 동남아시아 최초 유니콘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대 아직 까마득”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아자이브(Ajaib)가 투자 플랫폼으로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유니콘이 되었다고 10월 6

인도네시아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시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높은 전

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밀레니얼 세대와 초보자에 초점을 맞춘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 플랫폼인, 아자이브는 4일 시리즈B 펀딩 라

인도네시아산업부 소니 술락소노 교통장비 담당 국장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4륜 전기차 150

운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7번째 유니콘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아자이브는 2018년 설립 후 2년 반 만에 기

대, 2륜 전기오토바이 5,538대 및 3륜 전기차 29대 등이 운행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목표로 하는 4륜 전

업가치 10억 달러 규모의 유니콘으로 성장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이 됐

기차 40만대와 2륜 오토바이 176만대와 차이가 크다.

다. 인도네시아 유니콘 기업은 고투(GoTo), 부카라팍(Bukalapak), 트레블로카(Traveloka), 오보(OVO), J&T
Express 그리고 젠딧(Xendit) 등이다.

9월 23일 열린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대화’(IETD)라는 온라인회의에서 소니 국장은 인도네시아가 전기
차 시대로 가는 장애물로 비싼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이어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것이

아자이브는 중국기업 DST Global이 주도하는 시리즈B 펀딩 라운드에서 1억5,3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아자
이브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앤더슨 수말리는 이번 투자금을 증권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 유치와 교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야심찬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로드맵과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부
규정을 언급했다.

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인력을 고용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예를 들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전기차에 특별소비세(사치세, PPnBM)를 0%로 확
아자이브 사용자의 대부분은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해 처음 배우는 밀레니얼과 Z세대들이다. 앞서 아자
이브는 홍콩 재벌 리카싱이 운영하는 VC에서도 투자를 받았고, 올해 3월에는 글로벌 1위 핀테크투자사 리

정하고 10월 16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 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스와핑(배터리 교환 서비스)
제도를 장려해 배터리 공유를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빗캐피탈의 주도로(리빗캐피탈은 미국 로빈후드 등 전 세계 핀테크유니콘 기업 50~60%에 투자한 회사다)
6500만달러(748억원)를 투자받았다.

배터리 스와핑은 장시간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 오토바이의 배터리 스와핑에 관한 에너지광물부

아자이브는 2018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M.B.A. 동창인 수말리와 야다 피야좀콴이 설립했고, 미국 액셀러

장관령(Regulation No. 13/2020)을 지난해 9월 1일 발효했다.

레이터(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사업 공간, 멘토링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와이콤비네이터
출신 스타트업이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전국에 전기충전소 390기 공급을 목표로 세웠고, 지금까지 61%인 240기를 설치해 운
영하고 있다. 전기충전소 240기 가운데 166기는 전기차 충전소이고 74기는 배터리 교환소이다. 국영 전력회

아자이브는 현재 월간 100만 명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현재 거래는 3,200만 건 이상으로 1년

사 PLN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3만1천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아자이브가 처음 증권 거래 앱을 출시했을 때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등록
한 증권사 80개 중 79위였지만 지금은 3위로 올랐다.

앞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올해 2월 12일 현대차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전기차와 도요타 등 일본업체들
이 생산하려는 하이브리드의 특별소비세 차이를 벌리도록 정부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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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하이브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탄소중립국'이 되겠다며 2056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퇴출한

리드(HEV) 특별소비세 규정을 변경했다. 당초 규정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별소비세가 판매가

다는 단계별 목표도 세웠다. 1단계로 2030년까지 자카르타의 무아라 카랑 발전소, 스마랑의 탐박로록 발전

대비 0%로 동일하고,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에 따라 2∼8%였다.

소, 동부 자바의 그리식 발전소 등 총 3개, 2단계로 2035년까지 총 9기가와트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
이어 2040년까지 초임계압(supercritical) 화력발전소, 2056년까지 초초임계(ultra supercritical) 화력발전소까지 모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각각 0%, 5%, 6∼8%로 격차를 늘리고, 전기차가 실제 생산되는 시점에는 0%, 8%,

두 문을 닫는다는 계획이다.

10∼12%로 차이를 더 벌리기로 바꿨다. 하이브리드는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
한 자동차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중간 단계로 보면 된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부터 더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원전이 없다. 인
도네시아는 수력,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려 2060년에 탄소중립국에 도달한다는 로드맵

인도네시아 "2050년부터 신차는 전량 전기차 판매만 허용"

을 만들었으나 실행이 더딘 상태다.

● 2060년 탄소중립국 목표…2056년까지 화력발전소 모두 폐쇄
인도네시아 정부가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2050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한해서만 각각 판매를 허용할 방
침이라고 발표했다.
6월 15일 안타라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2040년부터 신규
로 판매하는 오토바이와 2050년부터 신규로 유통되는 자동차는 전량 전기차량이 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그러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사용 중단을 위한 정책 대신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차 구매
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2억7천만명의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등 대도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자동차는 1천500만대, 오토바이는 1억1천200만대 이상 운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자동차 100만대, 오
토바이 650만대가 팔렸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승차공유업체인 고젝(Gojek)은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해 '배출가스 제로'에 도전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이어서 탄소 배출 저감 정책과 맞물려 '전기차 산업 허브'를 꿈꾸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해외 배터리업체들이 니켈 광산 채굴부터 제련, 배터리 생산까지

그림 1-9.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JIExpo)에서 열린 '미래 전기자동차 생태계' 행사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G80 옆에 나란히 서 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전차량으로 제네시스 전기차 G80을 채택했다.
2021.10.25 (출처: 연합뉴스)

투자하도록 협상 중이고, 전기차의 개별소비세(사치세)를 0%로 조정하는 등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 양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이 '패키지 딜'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매장량 등
을 확인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법인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계약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조건을 현지 정부와 조율 중이다.

인니, 올해 10월까지 내수 신차 판매량 68% 증가… 감세 효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인도네시아 내수 신차 판매량이 68% 증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생산자협회(Gaikindo) 요하네스 낭오이 회장은 11월 11일 땅그랑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52

Chapter Ⅰ - 뉴스로 본 2021년 인도네시아  53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국제모터쇼개막식에서신차판매량급등의원인에대해,기저효과와감세효과및사회활동제한조치(PPKM)

로 부과하지 않았다. 각 나라가 처한 형편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만

완화에 따른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보았다. 요하네스 회장은 이어 특히 사치세

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도록 했다.

((PPnBM) 감세가 신차 판매량 증가에 큰 도움이 돼 자동차산업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가 회복되는 수년 내에 이전과 같이 위기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둔화된 내수자동차 판매를 부양하기 위해 두차례 감세 기간을 연장해 올해 연말
까지 적용할 것이며, 차종에 따라 25~100%까지 사치세를 감세했다. 협회는 올해 내수 신차 판매량을 85만대

로 같다.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량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역대급인 23% 감소했으나, 3년 만에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섰다.

(작년 53만대)로, 수출은 30만대(작년 22대)로 각각 전망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아립 위자야 기후•산림•해양 담당 선임 연구원은 2021년
자동차•오토바이 판매량은 인도네시아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신차 판매의 성장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제조사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빚으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분기(4~6월)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비교적 급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인도, 터키, 싱가포르 등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크게 뒤쳐졌다. 미국은 1990년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중국도 탄소배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자동차산업 부양을 위해 정부가 2021년에 2조9

출량 증가 속도를 늦추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천억 루피아를 책정했으나, 지금까지 57.8%가 소진됐다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조정장관은 이어 올해 10월 제
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7.2%로 상승했다며, 인도네시아가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 증가해

세계은행(WB)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

올해 전체 성장률이 4%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PMI 수치가 50을 넘는 경우 경기 확장을 나타내며, 50 미

비 1인당 탄소배출량은 각각 160%와 175% 증가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163% 성장한 반면, 같은

만은 경기 위축을 뜻한다.

기간 1인당 탄소배출량은 절반으로 줄였다.

<탄소제로>

시티 누르바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장관은 지난 7월 열린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표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늦어도 2060년까지 온실가스

인도네시아, 선진국 주도의 ‘녹색전쟁’에 대비하고 있는가?

배출을 실제 제로로 억제하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이른바 ‘탄소국경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새로운 무역전쟁으로 볼 수 있다.
국제기후과학자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 GCP)가 지난 9월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5,8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2020년 인도네시
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4월 처음 시행된 준봉쇄조치인 대규모사회
적제약(PSBB)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보조금을 삭감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긴축 통화정책 효과가 있었던 2013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6억 톤 감소한 340억 톤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195개 참여국한테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주문했지만, 감축의무를 강제적으

그림 1-10. 발리 덴파사르 남부에 조성된 맹그로브 숲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2021. 12. 2  
(출처: 조코위 공식 트위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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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탄소제로 목표 달성하려면 2021~2030년에 매년 2,000억 달러 투자해야

지난 11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1∼2일 COP26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세
계 최대 산림 보유국 가운데 하나로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60년 탄소중립(또는 Net-Zero)을 달성하려면 향후 9년 동안 저탄소 프로그램에 연간
1,500억~2,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0월 1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세계
8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탄소중립을 2060년 또는 그 이전까지 달성하겠다며, 그 시기를 당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1억2천만 헥타르로, 남한 면적의 12배에 이른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되는 팜나무, 펄
프용 또는 목재용 나무를 심기 위해 천연림을 불태우는 등 훼손한다는 국제적 비판에 대응해왔다.

초 2070년에서 앞당겼다.
기후변화와 대응과 관련해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탄소중립국'이 되겠다며 2056년까지 모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를 혁신하는데
2021년과 2022년 기간에 연간 200억 달러가 소요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에 연평균 1,500억~2,000억

든 석탄 발전소를 퇴출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2050년부터 전기 자동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달러 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4.5%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1일 COP26 부대행사로 열린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산림파괴율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앞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까

수준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산불 발생률이 예년 대비 82%까지 감소한 점을 설명했다.

지 줄이려면 4,79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8월 4일 말했다. 정부는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
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세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른 일부는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투
자금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특히 탄소저장 능력이 뛰어나 '블루카본'으로 꼽히는 맹그로브숲 가운데 주요 훼손지 60만 헥타르를 2024
년까지 복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숲 면적은 350만 헥타르로 전 세계 1위를 자랑
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화석연료보조금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설정하면 2030년에 GDP의 2.2%에 해당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이중 일부를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더라도 나머지는 녹색 기반 시설 구축
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며 "문제는 선진국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기술이전을 해줄 것인가"라고 강
조했다.

당국은 이어 인도네시아가 산림, 이탄지, 맹그로브 등을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보호하는데 아시아개발은
행과 세계은행 등 다자 대출 기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주요 기부자로부터의 지원금도 기
대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액을 2020년부터 연간 1천억 달러(118조원)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소비량이 206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9.3테라줄(terajoules)로 증가할 것

조코위 대통령은 2일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산림을 관리하는 데 있어 환경

으로 예상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과 경제, 사회적 요건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마을의 34%가 숲이나 인근

제안했다.

지대에 위치한다"며 "수백만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산림 분야에 생계를 의존하기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비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 "선진국이 개도국 탄소배출 저감 도와야"
이어 전세계 극빈층 인구의 90%가 숲에 의존하며 살기에 산림을 보존하자고만 해서는 안 되고, 기후변화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수백만명 산림에 생계 의존"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
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저감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연결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학과를 졸업한 뒤 한 때 목재상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산림부와 환경부를 합쳐 환
경산림부로 만들고, 산림 보전과 활용을 함께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56

Chapter Ⅰ - 뉴스로 본 2021년 인도네시아  57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산림파괴 중단' 선언에 서명했는데…인니 장관 "못 지킬 약속"

그는 "인도네시아 마을의 34%가 숲이나 인근 지대에 위치한다"며 "수백만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산림 분
야에 생계를 의존하기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105개국 참여 '산림•토지 이용 선언' 서명했지만 "강요 부당"
인도네시아 정부가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국제 선언에 동참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

<전기차>

처인 환경산림부 장관이 곧바로 "못 지킬 약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2050년부터 신차는 전량 전기차 판매만 허용"
지난 11월 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 시티 누르바야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FoLU)에 대한 입장을 지난 11월 3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 2060년 탄소중립국 목표…2056년까지 화력발전소 모두 폐쇄
인도네시아 정부가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2050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한해서만 각각 판매를 허용할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가한 105개국은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산림•토지 이용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산림파괴 혹은 산림벌채(deforestation)를 멈추겠다고 약속했다.
의장국인 영국은 이번 선언에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도
이름을 올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월 15일 안타라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2040년부터
신규로 판매하는 오토바이와 2050년부터 신규로 유통되는 자동차는 전량 전기차량이 될 것이라고 전날 밝
혔다.

하지만, 시티 장관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 선언에 참여했다고 해도 선진국과 인도네시아
의 상황이 다르기에 따를 수 없는 약속이라고 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그러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사용 중단을 위한 정책 대신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차 구
매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티 장관은 해당 선언이 2030년까지 산림벌채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벌채 등 산림 이용과 복구•보존의 균형을 맞춰 산림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인구 2억7천만명의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등 대도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기
준 자동차는 1천500만대, 오토바이는 1억1천200만대 이상 운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자동차 100만대,

이어 일부 선진국은 1970년대에 이미 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지금은 개발 결과를 누리지만, 인도네시

오토바이 650만대가 팔렸다.

아는 한참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승차공유업체인 고젝(Gojek)은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시티 장관은 "2030년에 인도네시아가 산림파괴를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며

해 '배출가스 제로'에 도전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국가마다 개발 상황이 다르고, 숲을 이용하는 상황이 다르다고 적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이어서 탄소 배출 저감 정책과 맞물
그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이 다른 나라에 좌우될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자연환경 개

려 '전기차 산업 허브'를 꿈꾸고 있다.

선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해외 배터리업체들이 니켈 광산 채굴부터 제련, 배터리 생산까지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1억2천만 헥타르로, 남한 면적의 12배에 이른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되는 팜나무, 펄
프용 또는 목재용 나무를 심기 위해 천연림을 불태우는 등 훼손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해왔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이달 2일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산림을 관리하는 데
있어 환경과 경제, 사회적 요건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투자하도록 협상 중이고, 전기차의 개별소비세(사치세)를 0%로 조정하는 등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 양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이 '패키지 딜'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매장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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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법인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계약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RSPO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환경 보존 계획을 향후 25년간 이행하게 된다.삼림•생
태계 보존, 지역 주민 자립 지원 등이 포함된 '보존 프로그램'과 수질 관리, 식재를 통한 침수 예방 등이 포함
된 '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추진한다. 회사 관계자는 "RSPO 인증을 취득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인정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조건을 현지 정부와 조율 중이다.

받은 만큼 선진국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팜유 판매처 다변화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탄소중립국'이 되겠다며 2056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퇴출한

됐다"고 말했다.

다는 단계별 목표도 세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상반기 팜농장 사업을 통해 전년 대비 23% 증가한 9만5천t의 팜유를 생산하고
1단계로 2030년까지 자카르타의 무아라 카랑 발전소, 스마랑의 탐박로록 발전소, 동부 자바의 그레식 발전
소 등 총 3개, 2단계로 2035년까지 총 9기가와트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

약 43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앞으로도 생산량을 계속 늘려 2027년 연간 최대 생산량에 도달해 수익성
을 높이고, 더 나아가 팜 사업을 포함한 식량 사업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40년까지 초임계압(supercritical) 화력발전소, 2056년까지 초초임계(ultra supercritical) 화력발전소까지
모두 문을 닫는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더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원전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수력,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려 2060년에 탄
소중립국에 도달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실행이 더딘 상태다.

포스코, 인도네시아 철강 생산에 대규모 투자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 함께 내년에 37억달러(53조루피아) 규모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21일 현지언론 템포가 보도했다. 크라카타우스틸 실미 카림 사장은 이
번 투자와 관련, 2022년까지 연간 1천만톤 생산이 가능한 철강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국-인도네시아 협력>
실미 사장에 따르면 총 37억달러 투자금 가운데 7억달러는 열연강판(HRC) 파생품의 생산용량을 증설하

포스코인터, 인도네시아 팜사업 친환경 국제인증 획득

는데 사용하고, 30억달러는 철강생산 설비를 증설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철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
로 찔레곤에 있는 크라카타우스틸은 열간압연기2(HSM2)를 이달 완공했다. 이 공장은 5억2100만달러를 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팜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팜
농장 법인 PT.BIA에서 운영 중인 팜 사업과 관련해 친환경 국제인증인 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자해 건설됐으며, 2021년 HRC 150만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미 사장은 2014년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연간 50kg에서 71kg으로 40%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Oil) 인증을 취득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 투자해 인도네시아 반튼주 찔레곤 지역에 2013년 12월 가동한 동남아 최
RSPO 인증은 생산•유통•가공 등 팜 산업 전 단계에서 환경 보호는 물론 경영 투명성, 지속 가능성, 농장

초 일관제철소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생산능력 300만 톤 규모이다.

책임경영, 지역사회 의무 등의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친환경 국제 인증이다.

크라카타우스틸, 제2 열간압연공장 공식 가동… 자동차산업 수요 충족
인증 발급 기관인 RSPO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팜유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팜 산업'을 증진함으로써 안
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 국제 NGO 및 팜오일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
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PT Krakatau Steel)이 제2 열간압연공장(hot strip mill)을 가동한
다 9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크라카타우스틸 실미 까림 사장은 5억2,100만 달러를 투자해 새 열
연 공장을 완공했다며, 연간 열연강판(hot rolled coil, HRC) 1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공식 가동식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팜 사업 초기부터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선순환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해왔
다. 2018년 RSPO 멤버로 가입한 이래 다양한 환경•사회 보호 활동을 펼쳤으며, 작년 3월에는 국내 기업 최
초로 팜 사업 환경사회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를 선언한 바 있다.

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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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카타우스틸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거의 40년 만에 두 번째 열간압연(열연) 공장을 건설
했다. 제1 열연 공장은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기인 1983년에 세웠다.
제2 열연 공장은 2016년 착공해 2019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완공과 가동
이 1년 가량 지연됐다. 크라카타우스틸은 제2 열연공장에서 생산한 강판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자동차산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1조4천억원을 출자
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10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조성 사업인 '라인 프로젝트'(LINE
Project) 추진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주체인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법인이 총 1조4천33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고, 롯데케미칼과 자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철강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입으로 충당

회사인 롯데케미칼 타이탄이 각각 7천22억원, 7천309억원을 출자한다.

하고 있다며, 철강제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 한발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라인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
실미 사장에 따르면, 제2 열연 공장 가동으로 크라카타우스틸의 열연강판 생산량이 연간 390만 톤으로 늘

성하는 사업이다.

어나지만, 인도네시아 철강 수요는 연간 480만~530만 톤 수준으로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크라카타우스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열연강판 시장에서 이 회사의 점유율은 2019년에 29%
에서 2020년에 38.29%로 증가했다. 실미 사장은 “국내 인프라 산업과 경제 발전에 따라 국내 철강 소비가 계

연산 에틸렌 100만t을 생산하는 납사 크래커 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폴리에틸린(PE) 공장과의 수직계열화
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속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동남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크라카타우스틸은 국내 철강 수요를 충족하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반튼주 찔레곤에 연간 생
산량 1,000만 톤 규모의 철강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며, 제2 열연 공장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에서 에틸렌 100만t, PL(프로필렌) 52만t, PP(폴리프로필렌) 25만t
등을 생산해 연간 20억6천만달러(2조3천550억)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라카타우스틸은 한국의 글로벌 제철기업 포스코와 협력해 제1 제철소에 이어 제2 제철소를 증설하고,
냉간압연 공장을 신설해 1,000만 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올 7월에 인도네시아 철강 순수입액은 6억6,605만 달러에 달했다.
열연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일관제철소에서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제품 슬래브를 고온으
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려서 두께를 조절한다. 열연강판과 후판, 선재 등이 대표적인 생산품이다. 특히 반제

전체 사업 규모는 총 4조 4천억원 수준이다. 프로젝트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동남아 경제
성장에 따른 내수 시장 확대와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를 예상해 올해 말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5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품과 비교해 부가가치가 크다.

KF-21 계약서 인니 연체금 포함 재작성…분담금 팜유 대납 거론
포스코는 지난 2010년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해 크라카타우포스코(PT Krakatau Posco)를 설립하고 2013년
인도네시아 찔레곤 지역에 일관제철소를 준공했다.

● 내년 1분기까지 계약서 수정 계획…향후 5년간 남은 1조3천억 완납해야
● "인니, 예산반영 내부 협의중"…KF-21 방산물자 지정돼 인니 분담금 1천억원 감소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사업에 1조4천억원 출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한국형 전투기(KF-21•인니는 'IF-X'로 표기) 공동개발 분담금 협상 타결에도 여전
히 미완으로 남은 연체 분담금 납부 시기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가 곧 진행된다.

● 에틸렌 연산 100만t 생산 공장 신설…총 사업규모 4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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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1월 15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내년 1분기까지 개발업체
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해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

이어 인도네시아가 미납 분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진 않겠지만 계약을 지키리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된 KF-21은 현재 3호기까지 출고된 가운데 현재 지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조건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6천억 원을 분담
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천272억 원만 납부했고, 올해 기준 분담금 연체액은 약
8천억 원이다.
양측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유지하되 분담금의 30% 정도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연체액을 비롯한 분담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수정된 비용분담계약서에는 2026년까지 남은 5년간 미납액 8천억을 포함한 분담금 잔액 약 1조3천억 원을

1∼3호기 모두 조종사가 한 명인 단좌 전투기 형태다. 연말에는 2인용(복좌) 형태의 시제기 4호기가 출고
될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아울러 이달 중 KF-21에 장착될 예정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여한
보잉 737 항공기에 장착해 현지에서 시험 비행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 기업인 출신…"경제협력에 집중"

어떻게 지불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담금 미납 연체분 이자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가 돈 대신 지급할 현물의 종류로는 팜유 등 천연자원이 거론된다.

● 시나르마스 그룹 임원 출신 간디 대사 "아내가 K드라마 팬"
주한 인도네시아 신임 대사로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닌 대기업 임원 출신이 임명됐다. 지난 11월 19일 인

방사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가령 팜유를 받아

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간디 술리스티얀토(61)를 주한 대사로 임명했다.

국내에 풀지 않고 해외로 바로 파는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며 "국내 업체가 손해 보는 협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디 대사는 "그동안 기업에서 해온 일과 주한 대사로서 하게 될 일은 여러모로 유사점이 있다"며 양국 간
경제, 무역, 투자 협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내가 K-드라마 팬이라서 내 새로운 역할을

당초 1조7천억 원 규모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1조6천억 원으로 줄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자녀들과 손자들도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팬이다. 그래서 내가 맡은 숙제가 완
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덧붙였다.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전체 사업비가 절약된 데 따른 것으로,
KF-21 무기체계 개발 총사업비는 8조6천억원에서 8조 1천억원으로 줄었다.

간디 대사는 지난 6월 우마르 하디 대사 후임으로 지명된 뒤 내정자 신분으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
션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착공식, 조코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회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예산을 절약하려고 이미 방산물자 지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시작했는데 (지정이) 좀

여해왔다.

늦어졌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주한 대사
방사청은 지난 11일 합의가 최종이며 '윈윈'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계약 이행에 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 기업인 출신이 임명된 점을 주목했다. 그는 1992년 시나르마스 MSIG 라이프의 최고경영자(CEO)로 스카
우트된 이후 시나르마스 그룹에서 30년 가까이 다양한 임원직을 역임하다 주한 대사 내정 후 전무이사직을
끝으로 퇴직했다. 시나르마스 그룹은 현지 재계서열 5위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자국 재무부와 이미 (예산 관련) 협의에 들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
고 있고, 강은호 방사청장 방문 당시에도 '해결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양국의 경제협력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는 자카르타 외곽에 완성차 공장
을 지어 내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롯데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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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칼의 석유화학단지 등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다음 달 중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비준되면 발효된다.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가 ‘2021 혁
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를 산정한 결과, 한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꼽았다. 블룸버
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R&D) 비용, 첨단 기술기업들의 집중도, 생산능력 등에 가중치를 두어 국가별로 점
수를 매긴다. 한국은 이번에 90.49점(100점 만점)을 받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와 2위인 싱가포르, 7
위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10위권에는 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양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11위와
16위로, 일본은 12위에 올랐다.
2019년 12월 1일 첫 삽을 뜬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오는 4월에 준공해 5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
12월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자바주 버카시 지역 델타마스공단에 동남아 첫 완성차 공장 완공을 앞둔 현
대차는 내연기관차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고, 이어 일본차 보다 기술력에서 앞선 전기
차를 생산해 일본차가 앞도적으로 우위를 점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 도전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현
대차 진출에 우호적이다. '동남아 전기차 허브'를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현대차가 생산할 계획인 전
기차의 특별소비세(사치세)를 0%로 해 도요타 등 일본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하이브리드차
와 차이를 벌리도록 정부 규정을 개정했다.
작년 12월 한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LG화학)과 인도네시아가 2차전지(배터리)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다. 양극재 핵심재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측은 방한 기간 중 세계
적인 2차전지 생산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산업 투자 협약 체결을 강력히 희망했다. 업계에 따르

그림 1-11. 주한 인도네시아 신임 대사 간디 술리스티얀토 (출처: 간디 대사 제공)

면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산 채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등을 위한 공동 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년 프로젝트에 LG 측의 투자 금액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파란불'
앞서 롯데케미칼은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반튼주찔레곤에 총 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2018년 12월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으로 침체됐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산업이 포스트 코로나(Post

기공해 이곳에 납사크래커(NCC)와 휘발유 등 석유 완제품을 만드는 하류 부문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Corona,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K-방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선진화된 제
조업과 서비스업이 두드러짐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인도네시아가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
아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16개 외
국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BKPM) 바흐

코로나사태 이전에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은 다소 답

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16개 외국계 기업이 지난해 공장 건설 또는 생산을 시작했다”며 “이들 업체들이 총 미

보 상태에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제약•바이오 등 미래산업은 존재감이 약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방역

화 71억5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해 약 6만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흐릴 장관은 이어

체계를 구축한 K-방역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충격을 받

2018~2019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여러 외국인 업체가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다며, 2020년 코

지 않은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두각을 나타냈고, 한국의 강점을 인지한 인도네시아는 협력의 손을 내밀

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6개 기업의 투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KCC글라스와

었다.

LG에너지솔루션, 독일 파이프 제조사 바빈 등이 중부자바주 바땅 산업단지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헬스케어제조사 존슨앤존슨도 투자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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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세상은 에너지산업에 큰 혁명을 불러왔다. 19세기의 주요 에너지는 석탄, 20세기 석유에 이어
21세기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은 효율성, 주행거리 등 성능이 우수하고 배터리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후변화대응 미래모빌리티 전환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디지털뉴딜 분야인 K-뉴딜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래산업정책과 궤
를 같이 한다. 세계 최대 군도 군가인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은 날씨에 따라 꾸준히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에너지저장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 분야도 협력할 분야 가운데 하나다.
한국 정부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을 2020년 초부터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해 상주
시키며 인도네시아 동부칼리만탄에 진행 중인 신수도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전기차만 다니는 친환경 도시,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미
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초청한 상태다. 신수도의 공공건물은 100% 친환경적 그린빌
딩으로 건설하고, 도시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80%, 빗물과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한 대체 수자원
이용률을 50%로 설정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아세안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작년 11월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
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한국-인도네시아는 작년 12월 18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에 최종 서명했다. 특히 한국기업은 CEPA를 통해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로 진출 영역을 넓
혔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한•중•일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과 자본을 앞세
운 일본과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를 표방하며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에 밀려 우리나라
는 다소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한때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였던 일본은 노쇠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고, 중
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다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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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반면 벼농사를 짓는 논은 1,500루피아, 팜오일 농장은 3,800루피아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인니 Multi-business (Multiusaha)
정책에 대한 고찰

낮다는 것이다(Dodik, 2020).

김영철 /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회장

▣ 정책추진 배경
최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지난 50년간 산림자원 경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
는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1967년 산림기본법에 따라서 그 동안 천연림에서 직경
이 큰 대경재 목재생산위주의 산림이용 정책을 추진 하여왔다. 그 이후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정책변
화의 필요성에 따라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즉, 조림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폐한 임지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파괴되었거나 생산성이 낮은 임지
에 인공조림을 통한 조림사업, 산림생태계 파괴를 막고 보호하는 활동을 통해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출처: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2021)

을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 사업 등 이용하고자 하는 각종 임산물과 재화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허
가제도를 만들어 임산물과 재화를 이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필요에 대응하면서
발전되어왔다.
하지만 2020년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이러한 점진적인 형태의 산림경영 정책으로는 비효율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하나의 허가로 열대우림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총체적인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발
효된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의 필요성이 생기는 등 대외적인 상황변화도 큰 요인이 되
었다. 몇가지 중요한 정책전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총생산량 증대를 위해 환경산림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
게 되었다. 즉,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토의 약 66%에 해당하는 넓
은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에 비례해서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
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산림이 다른 용도의 토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즉, 년간 1평방미터당 생산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림은 400루피아 밖에

(출처: Nurrochma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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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B 대학(Nurrochmat, 2020)에서 분석한 위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산림부가 전체 국토면적의 2/3에 달
하는 산림을 경영하면서도 산림분야가 국내총생산(Produk domestik bruto- Gross Domestic Product)에
기여하는 비율은 0.6%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자원이 생산할 수 있는 임산물과 재화의 총
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산림이 국내총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혀 나갈 것인가가 환
경산림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새로운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는 인도네시아의 산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독특
한 생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즉, 1ha당 150종 이상의 수종이 서식하고 생태적인 다
양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종 다양성이 높은 열대림을 특정 수종의 대경재 위주의 목재생산 목
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다양성을 이용하
기 위해 다른 임산물이나 재화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
행하기가 매우 어려워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즉, 열대우림이 가지고 있는 목
재, 비목재 및 환경재화 등 다양한 생산기능이 있는데 지금의 산림정책은 목재이용허가, 비목재 아이
템별 이용허가, 환경재화 종류별 이용허가 등등으로 분리되어 종합적인 산림자원 및 재화의 효율적 이

(출처: 환경산림부, 2021)

용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열대림의 특성에 맞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하게 되었다.

상기 그림에서 왼쪽의 경우 임산물 및 재화의 종류에 따라 별도허가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개발하던
것을 오른쪽과 같이 하나의 허가로 모든 임산물과 재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Multiusaha 정책

셋째는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열대우림을 경영함에 있어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SDGs) 달
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파리협정으로 인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및 저장
기능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가치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이 시

의 요체이다. 즉, 그동안 목재개발 위주로 산림개발을 하면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다면 Multiusaha 정책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비즈
니스 추진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대가 바뀌면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중요성이 달라지게 되어 새
로운 정책변화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서는 이러한 Multiusaha 정책 추진에 따라 산림의 단위면적당 경제적 생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난해 발효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이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
운 정책인 Multiusaha(Multi-business)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 Multiusaha(Multi-business) 정책이란?
Multiusaha 정책이란 그 동안 산림으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목재, 비목재, 재화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허가를 통해 이용토록 하던 정책을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허가로 산림으로부터 생
산되는 임산물과 재화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 방법을 시대적인 요구와 열대우림 고유의 특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확정한 탄소흡수 및 저장목표(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산림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 Multiusaha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잠재력 있는 사업
Multiusaha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한 임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므로 인한시너지 효과
와 열대림의 종다양성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특별히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업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에 맞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첫 번째로 새로운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탄소흡수 및 저장기
능을 사업화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 기능을 사업화 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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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 함께 파리협정으로 인하여 더욱 잠재력이 크게 되었다. 아래의 표 1은 인니 정부가 2021년 4월

가치와 개발가치 등에 대한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총체적으로 수익을 극대화 해 나가는 커다란 패

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 BAU(Business

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As Usual)를 기준하여 2030년까지 BAU대비 자발적 감축목표가 29%이고 해외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지
원받는 경우에는 41%까지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니 정부가 계획
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분야가 전체 감축목표의 약 60%를 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이 가지고 있는 종다양성의 가치를 이용하여 사업 잠재력이 높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다. 아래의 그림은 열대우림을 수퍼마켓에 비유하여 높은 종 다양성으로
부터 생산될 수 있는 각종 임산물과 재화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Updated NDC of Indonesia, 2021)

따라서 향후 산림경영과 관련한 산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기능을 가치화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목
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림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출처: Endang, IPB, 2020)

첫째로 대경재의 원목을 벌채할 때 벌목방향이나 생산 임도시설 등을 잘 계획하여 임상의 파손을 최
소화하는 로깅법(RIL, reduced impact logging)을 적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로깅 방법으로 벌채시 파손

이처럼 열대우림은 다양한 임산물과 재화를 생산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대림의

된 Biomass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산출하여 가치화 하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로깅을 통하여 얻는 수

경영 주체들은 목재이용에만 집중하였고 그 이외의 엄청난 비목재 임산물과 재화에 대하여는 거의 관

익과 비교하여 탄소가치가 더 클 경우 로깅을 중단하고 탄소흡수 및 저장기능을 극대화하여 사업화 하

심을 가지지 않았다.

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는 사회환경적으로 파괴될 위험이 큰 임지를 잘 보존하여 더 이상 파괴되지 않
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시켜 종다양성의 회복과 함께 Biomass 축적을 증가시

그러나 Multiusaha 정책 추진과 함께 열대림 종다양성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 질 것

켜 그 증가분에 대한 탄소가치를 사업화 하는 방법이다. 넷째로는 로깅한 임지에 집약조림(SILIN,

이다. 예를 들면, 조림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산림에서 조림을 하여 목재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에

Intensive Silviculture)을 하여 조림목이 자라는 만큼 단위 면적당 축적을 높혀 탄소흡수 및 저장능력을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나무보다 더 가치가 있는 작물들을 식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

제고하여 가치화 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탄소저장 및 흡수가치를 고려할 때 향후의 산림경영은 보전

문에 내음성 특용작물의 경우는 혼농임업 형태로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나무를 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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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부 면적에다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종다양성이 풍부하여 아

목재생산 위주의 산림경영을 할 때와는 다르게 회사는 시범사업, 가공 및 유통을 담당하고 지역주민

직까지 대규모 식재를 하지 않은 사업 잠재력 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관심을 가지

들은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채취하거나 재배하여 1차 생산품을 회사에 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고 있는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Porang(곤약), 향수의 전착제로 사용되는 에

협력모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Nilam(파출리), 특수한 향기를 내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을 생
산하는 Kayu putih(까유뿌티), 남미가 원산인 오메가 성분이 높은 구과나 오일을 생산하는 덩굴식물인
Sacha Inchi(사차인치), 팜나무로 수액에 알코올성분이 있어 알코올 및 흑설탕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따라서 Multiusaha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가는 과거 원목생산 위주의 산림경영을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산림경영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ren(아렌), 팜나무로 나무 전체가 전분으로 되어 식량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Sagu(사고), 인도네시아
인들이 식용으로 선호하는 구과를 생산하는 Jengkol(젱꼴), 열대과일의 대표적인 나무인 Durian(두리

첫째는 Landscape 개념의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

안) 등 아직까지 대규모로 식재되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열대작물과 과실수들이 많다. 이러한

업은 임지 내에 환경적으로 여러가지 다른 식생구조와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므로 전

특용작물 및 과실수를 규모있게 집약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한다면 임지의 단위면적당 수익성이 상당

체적으로 어떻게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뜻을 고려한 최적의 경영을 할 것이냐에 대하여 관심을 가

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Dodi(2020)교수에 따르면 임지에 이 같은 특수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근 가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대규모 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임지 내나 주변에

장 수익성이 높다고 하여 대규모로 식재하고 있는 oil palm 사업보다 단위면적당 년간 수익이 더 커질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는 절차인 FPIC(Free, Prior and Informed

수가 있다고 한다. 즉 그동안 산림경영을 목재생산에 한정하였던 것을 하나의 허가로 다양한 사업들

Consent)가 필요하다. 이때 사업대상지역에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어떤 형

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산림이 농지보다 더 높은 단위가치

태의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하여 상호간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자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화 되면 많

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추진전에 임지내에 생태적으로 종다양성이 풍부하여

은 투자자들이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HCV(High Conservation Value)조사를 통하여 보존하여야 할 지역

시아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하겠다.

과 개발할 지역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단위면적당 Biomass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하는
조사방법인 HCS(High Carbon Stock)를 통하여 식생을 제거할 것인지 남겨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

세 번째로는 식량생산 기지로서의 가치이다. 과거에는 조림지에 오직 나무만 심게되어 있지만 지금

단하여 개발가능도면을 작성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사업대상지에 대한 환

은 일정면적에 식량작물만 식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림지 중에서 지형이 평탄하고 접

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방법인 ICLUP(Integrated

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기계농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식량 작물을 심어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

Conservation and Land Use Plan)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조림사업이 장기사업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위험이 큰 사업인 점을 고
려할 때 단기성 농작물을 심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산림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하
겠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장기사업으로 대규모 자금과 리스크가 큰 조림사업의 진입장벽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어서 조림사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Multiusaha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Multiusaha 정책을 추진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산림을 바라보는 기업인들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목재위주의 독립적인 산림경영 마인드에서 다목적이고 다
양한 관련기관, 특히 지역농민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하는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과거에
는 임지주변 혹은 임지 내에 마을이 있으면 사업을 방해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면 이제는 중요
한 사업파트너로 큰 자산으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Multiusaha 추진을 위해서는
(출처: 환경산림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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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개념을 적용하여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하버드

세 번째는 현재 기업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경영과 관련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2011)가 설명하고 있는 아래의 CSV에 대한 개념을 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

된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가치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래의 그

결함과 동시에 오히려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개념으로 대규모 임

림은 환경산림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즉, 대규모 임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에 많은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익한 플

유엔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랫폼이라 판단된다.

하다.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진하는 사업을 통하여 얼
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한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표화
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대
규모 임지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발목표를 확인하고 그것을 달성하므로 인하여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인하여 ESG경영으로 인한 기업가치를 증대할 수가
있게 된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증대되고 하나의 지구라는 개념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이러한 노력은
더 큰 가치를 부여 받게 되므로 향후 산림경영은 좀 더 높고 넓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마을이 없는 대규모 임지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산림경영 모델을 더 이상 적용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지에는 마을이 있거나 임지 주변에 인근 마을주민들이 많
아서 함께 발전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즉 투자자는 자
본과 기술과 시장을 소유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임지와 유휴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협
력하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가치도 창출하기 어렵다.
특히 Multiusaha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와 같이 모두 정규인력을 채용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주민
들에게 어떤 작물 재배에 필요한 묘목, 재배방법, 기자재, 자금 등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아침부터 저녁
까지 하루종일 일하고 품삯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어떤 작물을 재배하거나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임산물을 수확하여 회사에 공급하고 회사는
그 수확물을 주민들로부터 적정가격에 구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어야 가능하
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협력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
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이다.

(출처: 환경산림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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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임지를 대상으로 하는 임업의 미래잠재력
결론적으로 인니 환경산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Multiusaha 정책의 잠재력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활
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별로 임지특성에 맞게 시장규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 사업과
임지잔재 자원화 기술

모별, 적합한 작물의 선정,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규모별로 특화된 작물들을 개발하여 사업화

홍정표 / 한국임업진흥원 인도네시아 법인장(PT KOFPI)

한다면 대규모 임지를 보유한 임업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황폐한 임지를 대상으
로 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탄소사업과 함께 단기성 작물 재배로 인한 수익창출로 진입장벽을 상당히 낮
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맞게 임업인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목재를 넘어서서 그 동안 가치로 인식되
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사업화 하여야 하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파리협정 발효에 따
른 탄소사업 기회로 인하여 로깅 사업의 경우에도 탄소가치를 고려한 RIL, SILIN 등의 선진 산림경영
방법적용을 적용하여야 하고, 대규모 조림사업의 경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한 Landscape의 적용과 지역주민들과 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CSV) 플랫폼의 활용과 함께 유엔
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및 ESG경영까지 고려한 경영을 하여야만 Multiusaha의 잠재력을 극대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12월 한국임업진흥원과-인도네시아 영림공사가 공동 추진한 목재바이오매스 시범 조림사업의
주요 공정인 조림-육림-벌채-운송에 대한 실증작업이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은 인도네시아 미증유의 사업으로 시작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도전과 이
를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 시범사업 목적은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민
간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물로
사업진출 참고서가 될만한 사업백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본 임업동향지를 통해 간략하게나
마 그간 축적된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
여 제 생각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견은 백서발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제목에서 뜬금없이 임지잔재 자원화 기술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듯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글릴리시디아 목재바이오매스 사업과 임지
잔재 자원화 사업의 성패는 그 맥락을 같이 한다”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시범사업 주요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

기고자 소개

습니다.

김영철, 경북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 개요

대학교(UGM)에서 석사 졸업 및 박사 학위 취득, 1987년부터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은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공동 운영(JO)으로 시작

코린도에 재직중으로 현재는 코린도 조림사업본부 상무로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재인니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음

• 조림수종: 글릴리시디아(Gliricidia sepium), 현지명 Gamal
• 수확계획: 식재 1회 후 맹아갱신을 이용한 3년 주기 벌채로 총 5회 수확 계획
• 조림현황: 총 1,974ha 조림 [표 2-1]. 조림지 관리 편의를 위하여 1m×2m 위주 식재

82

Chapter Ⅱ - 2021년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83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표 2-1. 중부 자바 스마랑 소재 목재바이오매스 시범 조림현황

진한 스리랑카, 피지 국가와 비교하면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림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

식재 간격별 조림면적

조림연도

습니다(서영완 외, 2015).

합

1m×1m

1m×2m

1m×3m

2013

471.11ha

-

-

471.11ha

2014

-

-

298.40ha

298.40ha

2015

-

192.10ha

-

192.10ha

2016

-

503.31ha

503.31ha

2017

-

508.70ha

508.70ha

합

471.11ha

1,204.11ha

298.40ha

1,973.62ha

● 목재바이오매스 수종으로서 글릴리시디아

표 2-4. 바이오매스 조림비용 비교 (서영완 외. 2015)
(단위: $/ha)
구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피지

조림지 정리 작업

160

142

150

묘목 및 삽수준비

72

276

50

식재작업

80

145

150

무육관리 (제초, 전정작업)

40

386

20

산림보호 및 기타

44

149

15

합계

396

1,098

385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수종으로서 글릴리시디아는 질소고정이 가능한 콩과식물이며 중부자바 지역
에 생장량과 적지적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수종입니다. 목재바이오매스 수종으로서 글릴리시디아
선정 근거와 수종특성에 대한 정보는 본 임업동향지 2016년 통권 3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
심이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인니 산림센터, 2016)
표 2-2는 중부자바 스마랑 조림지에 식재된 글릴리시

● 글릴리시디아 목재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실증사례
인도네시아 시범사업은 목재연료재 생산공장 설립과 발전사와의 연계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
다만, 글릴리시디아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와 진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스리랑카로

표 2-2. 조림연도별 글릴리시디아 활착률

보입니다.

조림연도

활착률(%)

2013

94

활착률을 보입니다. 2016∼2017년도 조림지에 활착률이

스리랑카 소재 기업 Vidullanka는 2019년 5월 19일 글릴리시디아를 주 공급 재료로 하여 3.3MW 규모의

2014-2015

94

떨어지는 것은 수종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지역주민의

2016

85

Dehiattakandiya dendro power plant 이름의 발전소를 가동하였습니다. 조인트벤처 기업인 Vidul biomass

2017

71

디아의 활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훼손 및 산불 등, 인위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회사가 바이오매스 조림과 원료공급을 맡아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2020년 기업 연간보고서를 따르면 아직
적자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표 2-3은 2013년 식재 후 벌채가 계획된 3년이 지난 2016년에 측정한 글릴리시디아 예상 생산량
자료입니다. 사업계획 목표였던 100톤/ha 생산량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 측정한
2014년 및 2015년에 식재된 조림지의 생산량은 각각 45.9톤/ha, 12.1톤/ha입니다. 스마랑 시범조림지
는 총 104개 소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양특성, 주위 외부환경 등으로 소반별 편차가 매우 큽니
다. 2020년까지 벌채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시 판매계약을 위하여 영림공사가 공식적으로 측정·

스리랑카에는 이외에도 0.5∼3MW 규모의 여러 목재바이오매스 발전사업(Dendro Power plant)이 진행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공·실패사례를 분석한 연구보고가 있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Sylva et. al. 2014). 목재바이오매스 공급과 관련한 주요 실패 요인은 벌채·수집·운송의 어려움에 따른 불
안정한 원료공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전 조림지 평균 생산량은 86톤/ha입니다. 판매기준가는 155,000 Rp/m3 (192,000 Rp/톤)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표 2-3. 2013년도 조림지에 대한 2016년 측정 예상 생산량
구분

소반

면적(ha)

수치

23개

496.8

평균가짓수 평균직경(cm)
2.1

4.1

예상 바이오매스량(톤/ha)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2월)

60.5

75.3

83.8

95

2019년 정산된 1,973.62ha 시범조림지에 대한 조림비는 934,000원/ha(육림비, 현장관리비 포함, 일
반관리비 제외)입니다. 참고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정한 조림비는 3차례의 육림비를 포함하여
1,160,000원/ha.(이호상, 이정민 2016)입니다. 표 4와 같이 글릴리시디아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을 추

그림 2-1. Dehiattakandiya Dendro power plant
(출처: lankabusinessonline.com)

그림 2-2. Nabou green energy
(출처: 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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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한국기업이 주축이 되어 피지에서 목재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진행되
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벌채목은 2013년 믈리왕 지역에 식재된 것으로, 높이는 약 10m 안팎이며 직경
8cm 정도인 글릴리시디아입니다. 믈리왕 지역 글릴리시디아의 평균 흉고직경은 6.4cm(최대 13.6cm, 최소
2.6cm)입니다. 벌채 지체로 8년 정도 자란 것을 생각하면 적기 벌채가 육림기간 대비 생산성 관점에서 중요

짐코(40%), GS파워(30%), 미래에셋대우(5%), 피지 국영기업 트로픽우드(25%)가 컨소시엄을 구성, 총 491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억 원을 출자하여 ’나보우 그린에너지’를 설립하고 글릴리시디아를 주원료로 하여 12MW 규모의 목재칩 전
소발전소를 2017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료공급 및 수익성 문제 등으로 발전소는 2018년 말에 가동을 중단하고 짐코는 파산
하면서 결국 사업은 사실상 철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스마랑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지 벌채 실증사업 결과 및 분석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안정적인 원료공급 확보 여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을 통한 목재 공급자는 수익을 확보하면서 수요자(발전사)가 요
구하는 가격에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사업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마랑 목재바이오매스

1. 벌채 대상 글릴리시디아

2. 벌도 후 조재

3. 3그루에 대한 1m 조재목 배열

4. 1m 조재 후 남겨지는 잔목들

5. 조재목 수집·운반

6. 1m 길이 4칸으로 적재 최적화

시범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이 왜 난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표 2-5는 한국임업진흥원-영림공사가 조림지 인근 파티클보드 제조공장(PT RPI)에 조림목 2,000톤을 시
험 벌채·판매하면서 얻은 잠정 실증자료입니다.
조림시기가 다른 8개 임반에 대하여 총 41.5ha 벌채를 하였습니다. 추정생산량은 108/ha를 예상했으나
실제 생산량(납품기준)은 52.5/ha로, 추정량 대비 49%의 저조한 실생산량을 나타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표 2-5. 스마랑 조림목 벌채량 모니터링 자료
항 목

수치

총 벌채면적(ha)
총생산량

비고

41.5
SM

6,347

m3

2,602

톤

2,105

평균 추정 생산량(톤/ha)

108

평균 실제 생산량(톤/ha)

52.5

추정대비 실제 생산수율(%)

49

조림연도 2013, 2014, 2016, 2017 대상 8개 임반
인니 환경산림부 목재바이오매스 단위변환 기준:
1m3=2.44sm=0.81톤
수종 및 실수집·활용에 특화된 추정식 개발 필요
직경 3~5cm 이상의 조재목만 수집·활용

벌채·운송은 영림공사의 작업표준(SOP)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PT RPI가 요구한 납품조건은 파쇄기의
빈번한 작동중단 및 목질/수피 비율 저하에 따른 비규격품 생산 저감을 위해 직경 5cm 이상의 벌채목 납품
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SM단위 생산량 측정 편의 및 최적의 운반·적재를 위해 벌도목을 1m 길이로
자르는 조재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벌채와 조재는 기계톱을 이용하였고 임지내 조재목의 운반과 적재는 모
두 인력으로 작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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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는 한 그루의 벌채목에 대하여 생산되는 직경별 조재목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스마랑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지 벌채 임지잔재 자원화 기술

현장에서 납품을 위한 실제 조재목 수집은 직경 3cm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지에 버려지는 미수

이번 벌채·판매를 통해 얻은 대부분 실증자료는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집 잔목(수관부, 잔가지 등)이 36%를 차지하며 위 그림 3번처럼 3cm 이상의 조재목 생산수율은 41%입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글릴리시디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목재

니다.

펠릿이나 목재칩 수요증가로 인해 목재 가격상승만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표 2-5에서 왜 생산수율이 추정량 대비 49% 밖에 되지 않는가를 설명합니다. 물론 직경이 작더라도 더
많이 수집하면 생산수율은 올라갈 수 있으나, 일일이 허리를 숙여 수집해야 하는 노동강도를 생각하면,

수익성이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은 성장하기

잔목 수집은 오히려 피로누적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글릴리시디아 벌채수확량 예

어렵습니다. 그중에도 무엇보다 수익성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원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측에 적합한 생산량 추정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벌채와 운송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또한 49%밖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표 2-6. 시험벌채목의 조재목 생산 분포 분석
조재목 직경
1 - 3 cm
3 - 4 cm
4 - 5 cm
5 cm 초과
미수집 잔목
합계

시험목1
9
4
4
9
13
39

조재목 생산개수
시험목2
시험목3
8
11
3
5
4
5
7
8
15
16
37
45

합계
28
12
13
24
44
121

생산비율
23%
10%
11%
20%
36%
100%

목재바이오매스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한 사업기획 당시 이러한 수집의 고비용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성공한 조림사례들은 대부분 목재칩 보일러 소규모 발전소가 조림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
역주민으로부터 수매방식으로 조림목을 수집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작은 잔가지라
도 더 수집해서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부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운영방식의 차이가 목
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성패를 가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마랑에 조림된 글릴리시디아는 직경 10cm 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 교목 벌채현장의 임
지잔재보다도 열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글릴리시디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임지잔재 자원화” 사업과 비
교하여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생산량 대비 임지잔재 수집 비용이 높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0년 산림청은 임지잔재 자원화 실증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추가적인 조재작업 없
이 이동식 목재칩퍼를 이용한 목재분쇄로 버려졌던 잔가지도 활용하고, 스윙야더를 이용한 경사지 임지잔
재 수집 등 소경목을 최대한 수집하는 모든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도 같은 실증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결론도 임지잔재 활용은 수익측면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며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이용되었던 기술과 작업공정, 그리고 실증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은 글릴리시디아 목재바

● 벌채·판매 단위 매출분석
이번 벌채·판매를 통해 얻은 잠정적인 단위 생산원가 분석자료는 표 6과 같습니다. 영림공사와 PT RPI의
매매가는 현 시장가인 242,707 Rp/m3 입니다. 조림목 자체 원가를 제외하더라도 벌채비와 운송비 합만으

이오매스 조림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임지잔재 자원화 실증사업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자원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자료집(2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도 현 시장가를 초과하는 적자 매출원가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이 좌초되는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벌채는 대체로 평지이고 임도가 잘 개설된 조림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경사지,
임도 없는 조림지에서 생산되는 벌채목 원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2-7. 글릴리시디아 벌채목 단위 생산원가 분석
항 목

생산가(Rp)

조림목 기본판매가

108,875/m3

계약 판매가(Rp)

생산가(벌채관련 비용)

100,251/m3

242,707 Rp/m3

운송비

188,354/m

(※ 벌채·운송비 합만으로도 288,605 Rp/m3)

합  계

397,480/m

3
3

이동식 목재칩퍼를 이용한 분쇄
(출처: 산림청)

스윙야더를 이용한 목재수집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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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첫 목재바이오매스 벌채·판매를 통해 영림공사는 작업표준과 공정, 생산기록체계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혼소발전 정책 추진에 따라 영림공사는 2022년부터 발전사(PLN)에 실질
적인 목재바이오매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임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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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적합한 수종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3MW 이하 소규모 발전 원료공급에 적합해
보이며 성공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발열량이라든가 생장성 등의 글릴리시디아 특성 자체는 목재바이오매스 수종으로서 탁월한

●

국회도서관. 2010. 버려지는 임지잔재,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자원화 방안마련 국회토론회
자료집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릴리시디아 활용성은 높여야 합니다. 요즘 원자력 발전에도
소형모듈 원전이 부각되듯이, 글릴리시디아 기반 소규모 목재바이오매스 발전 사업구도 전환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대량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목재바이오매스 사업모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칼리만탄
PT Korintiga Hutani(KORINDO)의 유칼립투스 조림 후동목 등을 이용한 목재펠릿 생산·수익 성공사례도
목도하였습니다. 수종에 맞는 목재바이오매스 사업규모 고려와 모델개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여파도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목재바이오매스 사업진출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기고자 소개

글로써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드리지 못합니다. 목재바이오매스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나 필요
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우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아낌없이

홍정표, 서울대 임산공학 석사를 졸업하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럼비아(UBC) 대학에서 임학박사 학위 취득, 캐나다 목재연구소
(FPInnovations)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SK임업으로 옮기면서 목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 진출 관련하여 문의하신 분에게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펠릿 사업관리를 담당, 이 후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 후,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인도네시아 법인장으로 근무

“나무가 없어 목재펠릿 생산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펠릿 생산에 맞는 가격에 살 수 있는 나무가 부족
할 뿐이다.”

90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Carbon Economic Value to Support NDC
Targets of Indonesia: Opportunity and
Challenges
Dr. I Wayan Susi Dharmawan

Chapter Ⅱ - 2021년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91

economically. The government is currently drafting a presidential regulation regarding the carbon
economic value. Hopefully, this rule became a legal umbrella in effort to achieve the target of decrea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up to 41% in 2030 with international support, while supporting lowcarbon development. In principle, the carbon economic value is one of the instruments in realizing the
government's obligations in the contribution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ontribution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selection of adaptation and mitigation that is most efficient,
effective, and equitable without reducing the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contribution target.
This paper will describe how the development of the carbon economic value to support the Indonesian

A. Introduction

NDC target is reviewed from the opportunity and challenges in the future.

Indonesia has been committed in reducing GHG emissions through ratification of Paris Agreement
that reflected in Law No. 16/2016. Paris Agreement requires Indonesia to describe and communicate the
post-2020 climate resilience action in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document and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about climate change. The NDC reflects the
progression beyond the earlier pledge in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 terms
of: (a) the national Business as Usual (BAU) scenario used – BAU of NDC is slightly lower than BAU
of INDC (from 2.881 GtCO2e in INDC to 2.869 GtCO2e in NDC), and (b) clarity of sectoral BAU and
emission reduction target allocation, and assumption used for BAU projection and target allocation. The
NDC has set an ambitious mitigation target for forest and land use and energy sectors which account for
about 97% of the total national commitment (Republic of Indonesia, 2021).
The forestry sector ranks the largest (around 59%) in fulfilling Indonesia's commitment to reduce
national GHG emissions (Republic of Indonesia, 2021).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 of 29% with its
own efforts will be carried out with the role from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rivate and
state-owned enterprise (BUMN). The implementation plan of emission reduction activities in this NDC
achievement needs to be strengthened, especially for its funding model. Funding for efforts to reduce
emissions within the framework of NDC achievement through carbon market mechanisms requires the
cost information which needed to reduce emissio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put in pricing effort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sts incurred by the entity that makes efforts to reduce emissions.
The funding aspects in the NDC achievement framework are strongly related to how to assess carbon

그림 2-3. National Socialization of Indonesia’s Updated NDC on 23 September 2021
(Source: www.antar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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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udget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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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inancing climate change, it is closely related to efforts for maintaining sustainable natural resources
and can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Public funds are most current sources of finance devoted to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to climate-related natural disasters are heavily reliant on funding

supporting the stock of natural assets. For addressing particular environmental issues – funds such as

and policy commitments in their implementation. The Ministry of Finance (Kemenkeu) noted that for

climate change – have been mobilized significantly over recent years (Buchner et al. 2019), but only

the 2018- 2020, the government had budgeted IDR 307.84 billion for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around 3% of these funds are allocated to biodiversity and ecosystems specifically (Griscom et al. 2017).

Head of the Center for Climate Change Financing Policy and Multilateral Fiscal Policy Agency (BKF)
of the Ministry of Finance explained that since 2018-2020, the climate change budget has averaged Rp
102.65 billion or 4.3% per year (Dharmawan, 2021).

C. Carbon Economic Value as Economy Instrument to Support NDC
Targets

The centr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budget is mostly used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ctivities,
both in 2018 with a share of 66.2% and in 2019 with a share of 55.6% (https://www.cnbcindonesia.com/

Practically, the carbon economic value is an economic instrument that bases its calculation on two

news/20210330132332-4-233958/atasi-perubahaniklim-pemerintah-habiskan-dana-rp-307-t).

main instruments, namely the unit of the amount of carbon itself and the price that is worth paying per

Then, based on the 2020-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roadmap, the need for

unit ton of carbon. In other words, the carbon economic value is the value of each unit of greenhouse

mitigation funding for the NDC target is around IDR 343 trillion. Thus, the 2020 APBN contributes

gas emissions resulting from human activities and economic activities (emission costs can be charged to

around 13% of the total mitigation funding needs to achieve the NDC target.

activities that emit carbon emissions or emitters (polluters pay principle). Policy of regulating the carbon

Funding sources for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from two groups

economic value instrument will become a strong legal basis in order to achieve Indonesia's NDC target.

namely market and non-market mechanisms. Financing source through non-market mechanism is

Until now there is no legal umbrella that regulates the carbon pricing/carbon economic value mechanism

come from the government budget, international donors (bilateral and multilateral) or from the private

(Direktorat Mobilisasi Sumberdaya Sektoral dan Regional, 2021).

sector. Financing from the government budget consist of APBN, APBD, issuance of green sukuk and
fiscal incentives (Tax Holiday, tax allowance, VAT exemption for capital goods, PPh DTP Geothermal,

Carbon economic value has an important role because it can encourage the internalization of

Exemption of Import Duty on Capital Goods) (BKF, 2018). Financing source through market mechanism

externality costs, encourage green investment, overcome climate change financing gaps, state revenue

is come from emissions trading and emission offsets. Currently, the growing sources of financing are

opportunities and encourag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Direktorat Mobilisasi Sumberdaya Sektoral

dominated by international donors which short-term and non-binding.

dan Regional, 2021). Currently, the draft of presidential regulation on carbon economic value is being
prepared as an effort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a stronger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policies, and

Currently, the Ministry of Finance has proposed a carbon tax as a source of revenue and can be used

implementing carbon economic value to be more focused in achieving climate change controlling

later to support emission reduction programs (https://news.ddtc.co.id/beri-insentif-pajak-sri-mulyani-

targets. The draft of presidential regulation on carbon economic value will provide a legal basis for

ajak-investor-bangun-proyek-ini-30495?page_y=989). The term “carbon tax” is usually applied to

Indonesia's NDCs as well as for the achievement of NDC targets, serve as a guide for carbon economic

carbon content, such as a carbon tax imposed on fuels, or on direct GHG emissions. In other words, the

value management, corridor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economic value in Indonesia, become an

tax object will pay taxes based on the type and amount of fuel that has been produced/consumed or

incentive option for business actors who behave well and sustainably, become a legal basis for the

based o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have been released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and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funding instruments and become supporting environmental funding

verification results. Examples of countries that apply a carbon tax on fuel are Denmark, India, Japan and

performance in the application of sustainable financial instruments (Bond, Sukuk, Blended Finance and

Mexico. Meanwhile, countries that apply taxes on GHG emissions are Chile and South Africa.

other innovative instruments) (Direktorat Mobilisasi Sumberdaya Sektoral dan Regional, 2021).

Meanwhile, the term “tax on carbon” covers a wider variety of carbon taxes such as providing incentives
or disincentives for emission-based taxes, tax swaps, taxes on indirect emissions, etc.

The draft of presidential regulation on carbon economic value was developed as part of the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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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with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Direktorat Mobilisasi Sumberdaya Sektoral dan Regional, 2021):
a) climate change has an impact on the environment for humans whose constitutional rights must be
protected in terms of obtaining a good environment (refer to Article 28 H of the 1945 Constitution) and
carbon is part of Indonesia's natural wealth and must be used for the greatest prosperity of the Indonesian
people (refer to Article 33 of the 1945 Constitution) (Constitutional mandate);
b) emissions is a universal performance measure in climate change management that reflects the
country's level of success in controlling climate change. Therefore, the right to carbon and the economic
value of carbon must be controlled, protected and managed by the state and regulated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Carbon as constitutional rights);
c) the economic value of carbon arises from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carried
out by all parties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s, business/activities actors and the community
(Carbon management as management/operation rights);
d) the management of the economic value of carbon, mitigation and adaptation must support the
achievement of Indonesia's commitment targets in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onesia that provides prosperity for the people
(economic benefit from carbon economic rights);
e) the achievement of the emission reduction is one of the reflections of the success of a country in
its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world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ddition to other very
important measures including biodiversity, landscape conservation and others (a reflection of performance
with equal degree of magnitudes).
※ 본고 기고후 2021년 11월 탄소의 경제적 가치(NEK)에 관한 대통령령(Perpres No.98 Tahun
2021)이 비준됨
※ Perpres No.98 Tahun 2021 : Presidential Regulation (Perpres) No. 98/2021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carbon economic value to achieve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target and control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national development

그림 2-4. President Joko Widodo Announced Indonesia’s Presidential Regulation about Carbon Pricing at
COP26 Glasgow (Source: www.thejakartapost.com)

D. Opportunity and Challenges
Indonesia has a very good potential for carbon economic value when viewed from the potential of
existing natural resource ecosystems. The potential of natural resource ecosystems in Indonesia, which
is still very good and sustainable for future generations, makes Indonesia have the ability and strength
of a very good ecosystem to redu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Ecosystems can act function as natural
buffers, natural barriers, natural infrastructure, green and blue infrastructures, bio-shields, and protective
greenbelt.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economic value, the natural protection structure of
ecosystems can provide many benefits including; a) increasing community ownership of reduc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b) adapting to changing conditions, including recovery from climate change
impact; c) being easier to apply in poor countries because it is more cost-effective and does not need
significant funding support; d) prevent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 maintaining human wellbeing and improving health quality (ProAct Network, 2008; The Nature Conservancy, 2009; SudmeierRieux and Ash, 2009).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ecosystems in Indonesia which is still very good, an ecosystem-based
mitigation adaptation approach is the best option at this time, as stated by Estrella et al. (2014) tha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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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and long-term ecosystem sustainability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dapting
ecosystem-based mitigation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carbon economic value in Indonesia.
Challenges in implementing carbon economic value in Indonesia include: a) climate action requires
strategic policies and financing collaboration between stakeholders at local and global levels such as
government (national and sub-national), business entities (private), NGOs and CSOs, communities and
other stakeholders; b) the government budget will not be able to meet and support the overall financing
needs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actions at the national or sub-national levels (Direktorat Mobilisasi
Sumberdaya Sektoral dan Regional, 2021); c) initiatives and development of policies/rules support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d) internaliz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 programs into
regional planning; e) implement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involves all stakeholders
from the national level to the site level; f) good governanc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fforts to
mitigate and adapt to the climate change impact, which includes the governance of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systems running in a balanced manner (Dharmawan, 2021).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 carbon economy in Indonesia, it is necessary to take the
following efforts: a) a strategy for developing a carbon economy; b) carbon economic development
roadmap; c)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the carbon economy; d) strengthening legal support at various
levels for the carbon economy; e) commitment of the parties; f) mobilization of resource support
(financial, capacity and technology, especially low carbon emissions) (Direktorat Mobilisasi Sumberdaya
Sektoral dan Regional, 2021).

E. Conclusion
I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carbon, it is very necessary to ha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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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involvement of all stakeholders. Involvement of all parties (government, private sector, community,
development partners, academics, practitioners) will determine the success in implementing climate

기고자 소개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from national level to site level.
Dr. I Wayan Susi Dharmawan(이 와완 수시 다르마완), 2012년
In additio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must be carried out intensively with all

보고르농과대(IPB)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환경산림

stakeholders from national level to site level. The concept of green economy strategy and its incentive

표준원(前 FORDA) 선임연구원으로 환경산림부 REDD+ 워

mechanism in carbon economic value are an important key in implementing future climate change

킹팀에서 활동하고 있음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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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This is considered a weakness because the data presented is difficult to use as a

NATIONAL MANGROVE
MAP OF 2021
Muhammad Zainal Arifin ,
1)

Setyo Yuwono2), and Bagus Dwi Rahmanto3)

reference for initial conditions (baseline) in the planning of programs or activities due to variations in
the year of manufacture. Based on these criticisms and inputs, in 2021 an update of the existing mangrove
conditions will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for all of Indonesia. PMN preparation is done by visually
interpreting the image using the latest high-resolution imagery (SPOT 6 and 7) and analysis wit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he National Mangrove Map Scale is 1:25,000.
In its implement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does not work alone, but the process
of compiling and updating the National Mangrove Map is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Institutions, namely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KKP), Peat and Mangrove
Restoration Agency (BRGM),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BIG), and the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BRIN).
The framework developed in updating the national mangrove map in 2021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at used in the preparation of mangrove maps in previous periods. If previously mapped only existing
mangroves (existing mangroves), then in 2021 PMN in addition to mapping the existing mangroves, the
potential for mangrove habitat is also mapped. Entities consisting of existing mangroves and potential
mangrove habitats are mangrove ecosystems. The approach used to map the mangrove ecosystem is the

그림 2-5. Launching of PMN on 13 October 2021
(Source: www.viva.co.id)

그림 2-6. Planting Ceremony at the Launching of
PMN in Taman Wisata Alam Angke Kapuk Jakarta
(Source: www.republika.co.id)

landscape ecological approach. This approach is used because in the context of an ecosystem there is an
assumption that there is a close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land characteristics and land cover
conditions. As it is known that mangrove vegetation has unique properties because it generally grows in
tidal areas (especially protected beaches, lagoons, river mouths) which are flooded at high tide and free

The National Mangrove Map (PMN) is one of the implementation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s

from inundation at low tide and tolerate salt. This indicates that the existence of mangroves is controlled

one map polic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was appointed as the data guardian for the

by a specific land 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s of this land are generally in the form of landforms

mangrove Thematic Map in addition to several other map themes.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produced by a combination of geomorphological processes in river flows (fluvial) and marine waters

Mangrove Map (PMN) has been carried out in stages since 2013 for the Java Island region, 2014 for the

(marine), or also known as fluvio-marine landforms. Therefore, one of the boundaries of the mangrove

Sumatra Island region, 2015 for the Sulawesi Island region, 2016 for the Bali-Nusa Tenggara Islands

ecosystem itself can be recognized based on the shape of the land.

region, 2017 for the Maluku Islands region, in 2018 for the Kalimantan Island region and in 2019 for the
Papua Island region.

Based on the framework as described above, a classification system was developed that represents two
groups of land cover in the mangrove ecosystem, namely the existing mangrove land cover (existing

The preparation of the PMN which describes the current condition of mangroves in Indonesia at a

mangrove) and land cover which is a potential mangrove habitat. The potential of mangrove habitat is

fairly detailed scale in its implementation did not escape criticism. The criticism that is considered quite

additional information due to the need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mangrove rehabilitation. Given the

important i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is mangrove mapping was not carried out within one year of

limitations of spatial analysis, information on potential mangrove habitat has not been able to definitively
determine candidate rehabilitation locations because there is still a lot of information that cannot be

1) Director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
2) Deputy Director of Mangrove Rehabilitation, Directorate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
3) Head of Section of Mangrove Rehabilitation, Directorate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

entered as input for analysis, such as social spatial information of the community, height and duration
of inundation of sea water,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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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groups of objects mentioned above will be represented in 2 map layers (“features”), namely
“features” of mangroves and “features” of potential mangrove habitats, as presented in the following
table. Together they are part of the theme for the 2021 national mangrove map.4)5)
No

Class

2

3

1

2

3

4

5

The updating of the national mangrove map is carried out through several stages of the activity
process, namely:

Description

1. Preparation of technical guidelines and interpretation keys.

A. Group of current (existing) Mangrove appearances (features)
A forest type (typical vegetation community) that grows in tidal
areas (especially on protected beaches, lagoons, river mouths) that
Dense
is inundated at high tide and free from inundation at low tide whose
Mangroves
plant community is salt tolerant, with a canopy density percentage >
70%5)
A forest type (typical vegetation community) that grows in tidal
areas (especially on protected beaches, lagoons, river mouths) that
Medium
is inundated at high tide and free from inundation at low tide whose
Mangroves
plant community is salt tolerant, with a crown density percentage of
30 - 70%
A forest type (typical vegetation community) that grows in tidal
areas (especially protected beaches, lagoons, river estuaries) that is
Rare
inundated at high tide and free from inundation at low tide whose
Mangroves
plant community tolerates salt, with a percentage of canopy density
< 30%
4)

1

Stages of Updating the National Mangrove Map

B. Groups of appearance (features) Potential Mangrove Habit
The part of the mangrove habitat that was not previously
Abraded
overgrown with mangroves, which is lost due to marine processes
Area
in the form of erosion due to wave power or ocean currents.
The part of the mangrove habitat that was previously overgrown
Abraded
with mangroves, which was lost due to marine processes in the
Mangrove
form of erosion due to wave power or ocean currents.
Land without vegetation cover, both natural and non-natural and
Open Field
associated with mangrove ecosystems (in coastal areas or around
river mouths that are affected by tides).
Land developed for aquaculture or salting purposes, which is
Pond
drained/filled with brackish/sea, which was previously identified as
a mangrove ecosystem.
Embossed
Land without vegetation cover, in the form of silt that occurs
Land
naturally due to marine or fluvio-marine processes, and is in the
(Accretion)
mangrove habitat.

The preparation of technical guidelines is carried out by the central mapping team. This technical
manual is used as a guideline by the interpreter/operator team and the quality control (QC) team in
carrying out the initial processing and image interpretation work. In this case, an interpretation key is
also prepared to provide a uniform perception of mangrove objects which ar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ir density level, and how to identify them. The elements of interpretation used include color,
hue, texture and site/association. This uniformity of perception needs to be built in both the
interpretation team and the quality control team.
2. Preparation of satellite imagery and supporting maps
PMN updates cover a very wide area, thus requiring the availability of satellite imagery with wide
coverage. In this case, various sources of remote sensing images are used, including SPOT 6 and 7
images, Sentinel 2A images and other supporting images. In addition to the availability of image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supporting maps, especially RBI maps, both at 1:25,000 and 1:50,000
scales. These images need to be prepared in a storage layout in systematic folders so as to facilitate
both distribution to regional teams and also facilitate data management.
3. Pre-processing (Pre-processing)
Pre-processing is needed to improve image quality visually before image interpretation work is carried
out. This is because the image interpretation method to be implemented is visual. Pre-processing that
needs to be carried out, especially the use of supporting images, is the Sentinel 2A image.
4. Visual interpretation of images (screen digitization)
Image interpretation work is done visually using on screen digitizing technique. This is done by
displaying color composite images, both those created using SPOT and Sentinel 2A images as the
background. Other data used to assist the interpretation process is a map of the land system, especially
on land systems with fluvio-marine landforms that are used as delineation boundaries for mangrove
habitats. By using vector-based software such as ArcGIS, then the delineation process of existing

4) SNI 7717:2020
5) Cecep Kusmana, 2010, Mangrove Ecology

mangrove objects and potential objects of mangrove habitat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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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ality control stage I

the mangrove maps and the thematic maps. The next process is tabulation to summarize the attributes

The process of quality control (quality control / QC) is carried out to assess the level of reliability of

of the mangrove map, especially the area per density class based on other attributes such as forest

the resulting map. The QC process is carried out in two stages, where the first stage of QC is carried

area, administrative location, and others.

out on the interpretation results, namely tentative mangrove maps. The second stage of QC is carried
out after field checks.
6. Determination of sample points for field checks
Determination of the sample point is carried out before the field check work is done. The number of
sample points taken is calculated by the formula as in SNI 7717. The survey method used in this step
is the sample point.
7. Field check
The field check process is carried out to ensure objects that are still considered doubtful during the
interpretation process. In addition, field checks are also carried out to collect various other data to
enrich the mangrove biophysical database, so that, if possible, information on species, dominant
species, tree density,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and carbon stock could be obtained.
8. Improvement of interpretation results based on field checks
By using data from field checks, improvements are made to tentative mangrove maps. These
improvements may include improvements to delineation boundaries or improvements to polygon
attributes.
9. Stage II quality control
Quality control was again carried out on the mangrove map after the field check. The process and
method are the same as the QC stage I. The output of the QC stage II is a mangrove map after the
field check.
10. Compilation, analysis and tabulation
Mangrove maps after field checks cover all of Indonesian area where the interpretation and mapping
are carried out simultaneously by various work teams, both central and regional. So that in presenting
the final result, a compilation process is needed to unify into one map layer. Besides the compilation,
spatial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to combine the distribution of mangroves into other themes such
as forest areas,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others. So that an overlay process is needed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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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Mangrove Area and Potential Mangrove Habitat

Indeed, technically (land characteristics), the potential area of mangrove habitat allows it to be returned

Based on the national mangrove mapping in 2021, the existing mangrove area is 3.36 million Ha, and
the potential area of mangrove habitat around 756.2 thousand Ha.

to a mangrove ecosystem. However, we must also remember that to restore it to a mangrove ecosystem
in the context of land rehabilitation, it is not only the physical aspect that is the only consideration. In

The existing mangrove area can be detailed according to dense, medium and rare canopy density
classes with their respective areas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fact, many non-physical aspects are the determining factors whether or not the mangrove rehabilitation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These non-physical aspects are generally local (casuistic) and can only be
identified directly in the field. The potential area of mangrove habitat can be used as an approach or

No

Heading Density Class

Area (Ha)(million)

%

spatial reference to determine potential locations for mangrove planting activities.

           3.12

92.78

The 2021 National Mangrove Map was launched on October 13, 2021 in Jakarta by the Coordinator

               0.19

5.60

of Minister for Maritime Affairs and Investment accompan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Rare Mangroves

             0.05

1.62

Forestry and the Head of the Peat and Mangrove Restoration Agency.

AMOUNT

             3.36

    100.00

1

Dense Mangroves

2

Medium Mangrove

3

According to the percentage, the existing mangrove conditions are dominated by dense mangroves
Source : Buku Laporan Peta Mangrove Nasional Tahun 2021

(93%), followed by moderate mangroves (5%) and rare mangroves (2%).
The area of potential mangrove habitat obtained around 756.2 thousand Ha. which consists of various

or Translated from Buku Laporan Peta Mangrove Nasional Tahun 2021

land cover conditions, namely abraded areas, open land, abraded mangroves, ponds and raised land.
Among the various land cover conditions, the dominant one is ponds with approximately 84% of the
potential mangrove habitat, followed by emergent land at 7%.
No

Land Cover

1

Abraded Area

2

Open Field

3

Abraded Mangroves

4

Pond

5

Raised Land

Area (Ha)(thousand)

         AMOUNT

%

4.1

0.55

55.9

7.39

8.2

1.08

631.8

83.55

56.2

7.43

756.2

100

Mangrove Habitat Potential Class is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raised in response to the need to

기고자 소개

determine the location of mangrove rehabilitation. It should be reminded that the potential of the
mangrove habitat referred to here is part of the mangrove ecosystem which is characteristically suitable
for the growth of mangroves but the current condition is that there is no mangrove vegetation growing.
When reading this figure for the potential area of mangrove habitat, the tendency from this figure will
be associated with the target area which can/must be rehabilitated.

Bagus Dwi Rahmanto (바구스 드위 라흐만토), 1980년 12월 9일
서부자바 까라왕 출생, 보고르농대(IPB) 산림경영학과 졸,
일본 Hiroshima University에서 국제개발협력 석사, 현재 환
경산림부 유역관리•산림복원총국 육해상 및 맹그로브 복
원국 사무관으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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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Forestry’s Decree No. 9/2021 regarding Social Forestry Management, even more

Social Forestry in Indonesia : Involvement
of Communities in Forest Management
By : Dr. Bambang Supriyanto

strengthen the social forestry program to ensure fair access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ecological balance, economic equity, social justice, and community well-being.
The initial target of the forest area for the program was 12.7 million hectares, and in 2021 has been
increased becoming 14 million hectares, including 1 million hectares of forest land in Java island that is
currently managed by Perhutani.
The achievement of the Social Forestry program has been increasing significantly every year. As of
October 2021, 4,741,796.70 hectares of forest area have been distributed to be legally managed by
1,043,128 households through 7,243 units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s Decree. Communities

Provision of access to communities through Social Forestry

who have received legal access then established business groups called Social Forestry Business Groups
(KUPS) to conduct businesses such as agroforestry, silvofishery, silvopasture, agrofishery and

About 25,863 villag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120.4 million hectares of Indonesia’s forest area,
either within or at the fringe of the forest area. The total population of these villages is around 37.2

environmental services. Until August 2021, 8,037 KUPS have been established spread over 4 classifications
as follows: 4,487 Blue KUPS, 2,990 Silver KUPS, 511 Gold KUPS, and 49 KUPS Platinum.

million individuals, consisting of about 9.2 million households, of which around 1.7 million are classified

There have been many social forestry business groups that have been considered as successful in the

as poor. In addition to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and Adat communities, many of these villages are

implementation of social forestry schemes including Sungai Buluh Village Forest, Laman Satong Village

also inhabited by migrant and transmigrant populations. Since the 1970s, problems related to poverty,

Forest, community forests in Lampung, community forests in Sikka District, Nusa Tenggara Timur,

land conflict and forest degradation have affected forestry management. As of 2015, the Indonesian

FMU Rinjani Barat-Nusa Tenggara barat, the Kalibiru Community Forest in Yogyakarta, the Namo

Human Development Index stood at 0.689, placing Indonesia below the mid-point, at 113 out of 188

Village Forest, the Bentang Pesisir Padang Tikar Village Forest, the Ammatoa Kajang Adat Forest, and

countries and territories. As of March 2021, the Gini coefficient stood at 0.38. These figures show that

the Forestry Partnership in Teluk Jambe.

Indonesia’s poverty rate and social inequality is declining.

During the last few years,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forestry programs have been accelerated.

Social forestry is currently as one of the Indonesia national priority programs to provide alternative

In addition to using the Indicative Map of Social Forestry Areas (PIAPS) as a guide, to ensure the

solutions for unemployment, poverty, land conflicts, land rehabilitation and landscape restoration, by

acceleration of Social Forestry targets, a Social Forestry Sites Blueprint has been created and is being

providing legal access to forest resources and forest areas to the community, so that the community can

used as a detailed working platform. Working Groups for the Acceleration of Social Forestry (POKJA

carry out productive activities in forest areas legally.

PPS) have been established in each province to serve as the front guard for the acceleration of Social

Social Forestry is a system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which local communities are the main

Forestry at the grass roots level.

actors, by providing legality for the local community to manage the forest for their welfare and economic

Other notable efforts to support social forestry are the work of the Social Forestry Community

equity. The schemes of social forestry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Indonesia are: Community

Business Group,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chanism of detasering to accelerate social forestry.

Forests (Hutan Kemasyarakatan/HKm), Village Forests (Hutan Desa/HD), Forestry Partnerships

Detasering in the local government context means facilitating access to forests for communities and

(Kemitraan Hutan), People Plantation Forests (HTR) and Adat Forests.

assisting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forestry businesses. At the field level, detasering implies directly

Social forestry in Indonesia has been developed since many years ago and has been much more

accompanying social forestry practitioners.

intensively implemented since the beginning of President Joko Widodo's administration. Under His

In 2020,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ade a breakthrough program named ‘The

administration, the social forestry has been focusing more on the local community welfare. Inclusion of

Integrated Area Development (IAD)’ through Social Forestry. It is an integrated cross-sectoral

social forestry in the Job Creation Law No. 11/ 2020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 on Ministry of

development program based on Social Forestry in a landscape of the selected district to impro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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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s economy. There are two sites of integrated area development, namely Lumajang Regency

South Sulawesi, West Kalimantan, Banten, West Java and East Kalimantan, covering a total area of

and Belitung Regency, which are currently being the pilot projects. The IAD program involves relevant

69,147 (sixty nine thousand one hundred and fourty seven) hectares for more than 39,371 (thirty nine

ministries/agencies, local governments (provinces, districts/cities), with the leading sector customized to

thousand three hundred and seventy one) households.

regional superior sector. In Lumajang the leading sector is forestry, while in Belitung the leading sector

The process of recognizing Adat forest will continue and is accelerated, although this is not always

is ecotourism. This is the showcase of how the agroforestry and ecotourism development may contribute

easy. Open discussions are now taking place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MoEF), sub-national

to various aspects, namely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

governments and representatives of Adat communities. The results of those discussions have to be
continuously followed up.

Recognition of Adat Forest (Customary Forest)

For quick process of the recognition of Adat Forests, identification of potential forests and technical
reviews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f the candidate of area of Adat forest that have been

In the context of social forestry, Adat Forest is a social forestry scheme wherein the forest is located

identified by the Adat Area Registration Board (Badan Registrasi Wilayah Adat, BRWA), and will be

in an area of Adat Law Community. Based on the Forestry Law, Adat Forests are a part of the Forest

followed up by stakeholder meetings. After verification processes, and all the criteria have been fulfilled,

Area. However, the Indonesian Constitutional Court called into question of this issue, and deemed that

the area will be decided as Adat Forest.

Adat Forest is a part of Rights Forests (Hutan Hak). In recogn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issued a regulation concerning Right Forest in 2015, and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and Parties

recognizing that Adat Forest is a part of Right Forest.
Since 2015, the regulations concerning social forestry have been simplified and more comprehensive,

At the site level, people’s participation in social forestry program play an important role and must be

including regulations on the recognition of Adat rights and protection of Adat communities. Applications

implemented from the beginning to create a participatory environment. The local people have the right

for the recognition of Adat Forest may be submitted by the representatives of Adat communities to the

to be involved in forest management, and that community participation also has an important role in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once the Adat communities have been recognized by the local

determining the success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Local people’s knowledge and wisdom

government at district level, through a decree of the district head. The application will then be verified

which were often neglected before, currently becoming essential and useful and valuable to be considered

and validated on the basis of technical considerations. Following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cess,

in making decision.

an Adat Forest will be designated according to its function. The extent of designated Adat Forest will

Besides the local communities, the role of other parties such as NGOs at international, national and

be based on the capacity of the community in managing the forest and forest products, and the intensity

local level, donor agency and enterprises also become key players. These parties can contribute to

of the community’s interactions with the forest.

increase a great impact in policy making and also enhance the collaborative actions to be carried out

Adat Forest must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designated function. Thus, if the forest
was originally categorized as a Protection Forest, then the Adat community may be permitted to collect
non-timber forest products, but not to harvest timber. Likewise, if the area was a Conservation Forest,
activities permitted will be those allowed in Conservation Forest areas, such as ecotourism. Meanwhile,
if the forest originally functioned as a Production Forest, the Adat community is permitted to cut trees,
but only after submitting a long-term management plan and annual work plan which justifies the
amount of timber to be felled each year.
The recognition of Adat Forests is now accelerated. As of September 2021, there have been 80
recognized Adat Forests across Indonesia, located in the following provinces : Jambi, Central Sulawesi,

intensively to promote changes in the social forestry program.
Case studies of community level participation in forest management include those found in several
locations, such as Belitung, Lumajang, Padang Tikar, and Ammatoa K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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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tung (Bangka Belitung Province)

Lumajang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rea Development (IAD) in Belitung focuses in two Social Forestry

Lumajang is one of the sites of Integrated Area Development (IAD) program that has been developed

locations, which are Juru Seberang Community Forest (757 Hectares) and Bukit Peramun Community

since 2020. This is a model Social Forestry involving other ministries/agencies, provincial governments,

Forest (115 Hectares). Through IAD Program, the total area being managed by the community is up to

and district governments, with forestry as the leading sector.

of 8,622 hectares in 24 polygons. IAD in Belitung focuses in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which
transform former illegal mining area for tourism.

At the start, Forestry Partnership scheme in Lumajang provides access to the member of Forest
Village Community Institution (Lembaga Masyarakat Desa Hutan/LMDH), namely Wono Lestari, to
manage 940 hectares of forest, which provides benefits for the 661 community members. As of now,
through IAD Program, the total forest area being managed by the community is increasing up to of 4,189
hectares. The community also have been receiv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institutional
strengthening, security of the area, business governance, financial access and productive economic
equipment for Social Forestry Business Groups (KUPS).

Figure 1.1 :  A view of Bukit Peramun Ecotourism

There are 4 (four) main sub-programs developed in Belitung, namely:
1) A comprehensive ecotourism program, such as Nusantara Tourism, Yacht Jetty Zone and Private
Tourism, Freshwater Tourism Zone, Orchard and Livestock Tourism Zone, Marine Tourism
Development Zone;
2) Agroforestry and silvopasture program;
3) Mangrove rehabilitation program;
4) Provision of legal forest management for community through Social Forestry, land redistribution,
and re-arrangement of residential area in and around forest areas.
Bukit Peramun ecotourism which is an attractive tourist destination that was developed, managed, and
raised by the Arsel (Air Selumar) Community. The tourism concept offered at Bukit Peramun is DigitalBased Forest. To support this concept, Arsel Community creates appropriate technologies to develop
the potential of Bukit Peramun Ecotourism, such as: 1) Plant identification device with digital technology;
2) Mobile application that allows tourists to interact with nature in Bukit Peramun.

Figure 1.2 Community Activities in Lumajang Community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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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5 (five) main sub-programs developed in Lumajang, namely:

Several business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Padang Tikar are the cultivation of kelulut honey,

1) Agrosilvopasture program, which integrates agroforestry and livestock;

the development of mangrove honey, and the cultivation of mangrove crabs with the silvofishery

2) Agro-industry program, which develops local industries such as coffee, cow's milk, banana chips,

system. Currently, there are at least 1,000 boxes of kelulut cultivation, 2,500 tikung of mangrove honey

and taro chips;

and 10 places of crab cultivation with a silvofishery system.

3) A comprehensive ecotourism program, which includes several local tourist spots, such as Siti
Sundari, Ranu Pani, Agrosari, and Glagaharum;

The community has also been developing ecotourism in Bentang Pesisir Padang Tikar, which
integrating the Mangrove Forest with mud crab cultivation using the silvofishery system. But tourist

4) Agriculture-based ecosystem restoration program of the Ranu Pani Lake area;

visits are still limited to seasonal, namely only on holidays. However, various efforts for its development

5) Provision of legal forest management for community through Social Forestry, land redistribution,

continue to this day.

and re-arrangement of residential area in and around forest areas.

Since receiving the Social Forestry permit, the community's income in Padang Tikar Coastal
Landscape has improved 16.04 times than previously, from only IDR 2.5 million/month to IDR 40.1

Bentang Pesisir Padang Tikar Village Forest
Bentang Pesisir Padang Tikar Village Forest (HD) is located in the village of Padang Tikar 1, Batu

million/month.

Ammatoa Kajang

Ampar Subdistrict, Kubu Raya District, West Kalimantan. It has adopted agroforestry systems to cultivate
of 190 hectares of Village Forest, with the involvement of around 2,196 individuals. The community

The determination of an Adat Forest requires a series of long processes, involving various stakeholders,

benefits directly from the cultivation of commodities such as mangrove honey, trigona honey, mangrove

just to achieve recognition of such an Adat territory. To support the process, in Ammatoa Kajang, the

and nypa syrup, nypa flour, peat coffee, tamarind acids, sweetened-dried bananas, shrimp crackers,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visited Amatoa Kajang on August 8, 2016, to ensure comprehensive

charcoal derived from coconut shell and copra. In addition to provide economic benefits for local

decision making in the determination of Adat Forests. At the end of her visit, the minister told villagers,

community, these initiatives also suppor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rocess at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is complete. I will make a report to the President
about this. There is no doubt for me that we must establish the Ammatoa Kajang Adat Forest.”

Figure 1.3: Padang Tikar Village and Mangrov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s business, various trainings have been carried out, such
as training on the cultivation of kelulut honey, training on the cultivation of mud crabs using the
silvofishery system, and training on harvesting mangrove honey.

Figure 1.4: People from Ammatoa Kajang Adat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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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jang community has an Adat belief called “passang,” a simple life, far from greed for worldly

sky. Forests are the place used for connecting between the supernatural and the real world. According

The Future Forest Investment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By : Nur Syamsi Muhammad ,
Implementation

to Kajang Adat community belief, their main village of Tana Toa is the birthplace of the first humans

Uus Danu Kusumah, Farhan Kurniawan, and Putu Nuansa Putri Savita Uttari2)

things, and more concerned with certain aspects of life, such as the obligation to protect and taking care
of the forest, and other natural resources. For people of Kajang, the forest is a symbol of stairs that
enable the soul to descend from heaven down to earth, and then re-ascend from the earth back to the

1)

(Tutowa Mariolo, Mula Tau, and Ammatoa).
Humans are required to maintain the biodiversity of the forest and its surroundings, as it is considered
a gift from ‘Turie A’ra’na (God). This belief helps the natural environment to be protected. Both the
Kajang Adat Community and outsiders are required to take off any footwear when entering “Kajang

A. ESG Concept and Its Current Global Impact

Dalam” customary territory. This is based on the Kajang Adat Community’s philosophy that the earth

Ratific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document urges participation of more

is a mother (Naiya Anronta) so that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there must be fusion, and no

diverse public entitie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ic, and

separation.

environmental developmen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inter alia, is
widely used as one of the standards and often used as a parameter of development implementation in
achieving the SDGs.
While ESG may seem similar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one way of going about
things and ensuring that your business is sustainable. It is a much more extensive range that is targeted
with ESG. So, what is an ESG investment? Simply put, ESG is a concept that prioritizes sustainable
development/investment/business activities with three main factors, namely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ny form of action and decision-making should fully apply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cial responsibility, and good governance. The ESG element shall at least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1. Environment: how companies pay attention to the impact of their business activitie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waste management, garbage, pollution, etc.;
2. Social: how the company balanc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ts employees from social aspects,
기고자 소개

such as wages, gender equality, etc.; and
3. Governance: how the company performs good, structured and transparent governance.

Dr. Bambang Supriyanto (밤방 수프리얀토), 1963년 10월 4일 중
부자바 출생, 보고르농과대(IPB) 임학 전공, 벨기에 University

There are countless and ever-changing examples of ESG factors. Figure 1 depicts one of them. The

of Ghent 산림정책 및 기획 석사, 토지와 산림경영 박사 취득,

concept of ESG investment that does not only pursue profit but also pays attention to the benefits of

현재 인니 환경산림부 사회임업 환경파트너십 총국장으로 재직

1) Regional Environment and Forestry Education and Training Centre Samarinda, Untung Surapati, Kalimantan Timur
2) Korea Indonesia Forest Cooperation Center (KIFC), Gedung Manggala Wanabakti, Senayan, Jakarta 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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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ment can make the company's value in the long term.
Choosing an ESG investment is like carrying your own shopping bag, which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instead of using single-use plastic.

rising from 3% to 18% in the two years from 2016 to 2018.
As a consequence of the current trend, businesspeople and investment managers must act quickly
since the globe will soon shift to the direction of ESG-based sustainable investments. In the end,
investments and businesses that care about the environment and social, are not something regulators will
force and shout about by NGOs. They will later become norms, values that the market will adopt. One
day the company will have difficulty issuing bonds if the ESG rating or social and environmental rating
does not meet investor requirements. Likewise, in the stock market, the door will be tightly closed to

Environmental
• Global warming
• Deforestation

Social
•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slavery and child labor)

• Resource depletion

• Gender inequality

• Generating unsustainable waste

• Intergenerational justice

• Water pollution

• Health care availability

Governance
• Human rights

companies that are not environmentally friendly, who do not care about the sustain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 Democracy
• Corruption

B. ESG Policy in Indonesia

• International cooperation

Figure 1. Examples of ESG Factor

The rate at which ESG guidelines are being implemented in Indonesia is rather worrying. According
to Corporate Knights, Indonesia is rated 36th in the world. It is far lower than other ASEAN nations

ESG issues have shifted speculators', shareholders', and the government's excitement for risk

such as the Philippines, which is ranked 30th, Malaysia, which is ranked 22nd, and Thailand, which is

management, while for businesses, these three aspects have evolved into tactics to boost competitive

already ranked 9th. Deni Daruri, Founder of the Bumi Global Karbon Foundation, indicated to investor.

advantage. Furthermore, the implementation of ESG, which has become a global trend, has increasingly

id (2021) that the adoption of ESG in other countries is better due to tangible assistance from regulators

encouraged investors' awareness in making investment allocations. The application of ESG principles

and the availability of numerous including tax incentives.

in company management is in line with Elkington's (1998) statement that a company can be successful

It is recognized that the cause of major environmental damage is the inappropriate use of resources,

if it meets three aspects, namely People, Planet, and Profit. They are progressively making effective

which does not adhere to existing standards or norms, resulting in social conflict. In reality, businesses

ESG implementation one of the primary criteria for putting portfolios or disbursing loan money to

should consider not only profits but also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ir operations. Driven by those

business operators. The ongoing problem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ppears to be a "wakeup

facts, the Government of Indonesia (GOI) acknowledges the significanc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all" for many companies in developed countries to reconsider their business strategies, social and

responsibility that a company must carry out through regulations published under Law No. 40 of 2007,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preserve sustainability. This awareness is also reflected in the findings

regulations for CSR i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Perseroan Terbatas). The SDGs' new paradigm has

of a survey conducted by BNP Paribas AM in collaboration with the Independent Institute of Greenwich

altered the Government of Indonesia's approach to planning and executing development initiatives. As

Associates in Europe. By 2020, 81% of respondents have implemented ESG investments in their

a result, the government issued Presidential Decree No. 59 of 2017 on implementing sustainable

portfolios. Meanwhile, since COVID-19,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addressing the social aspect of

development goals.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Regulation, all communities, including companies as

investment has improved by 20%.

business act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ttain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worldwide value of ESG investment which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revious eight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 then released OJK Regulation Number 51 / POJK.03/2017

years has become one of the factors attracting many investors to this investment strategy. The entire

o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Finan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Stock Ticker Symbols (emiten),

growth in the value of ESG investment globally from 2012 to 2018 was 170.48 per cent. The value

and Public Companies. Article 10, paragraph 1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issuers, and public

increased from 11.35 trillion to 30.7 trillion USD. In 2018, European nations continued to lead the

enterprises to compile a sustainability report. The sustainability report is prepared separately from the

world's ESG share, accounting for 46% of the total. Meanwhile, the ESG trend surged rapidly in Japan,

annual report and submitted to OJK every year no later than April 30 of the following year. Implementing

118

Chapter Ⅱ - 2021년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 이슈  119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sustainable financial reports aims to maintain economic stability and inclusiveness by creating synergies
betwe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ecause of the complexity and variety of each
company, the existence of this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all enterprises to release

Astra International Tbk.

Bank Mandiri Tbk.

Astra Otoparts Tbk

Bank Serpong Tbk.

Indofood Sukses Makmur Tbk
Indocement Tunggal
Prakarsa Tbk.

their sustainability reports instantly. Thus, OJK also applies this regulation in phases.
The Indonesia Stock Exchange (IDX) officially launched the new index IDX ESG Leaders in 2020 to
encourage environmental, social, and issuer governance principles i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Bank OCBC NISP Tbk.

Perusahaan Gas Negara Tbk.

Bank Central Asia Tbk

Bumi Serpong Damai Tbk.

Jasa Marga Tbk

Pembangunan Jaya Ancol Tbk

Bank Negara Indonesia Tbk.

Dharma Setya Nusantara Tbk.

Kalbe Farma Tbk.

PP Tbk.

Bank Tabungan Negara Tbk.

Vale Indonesia Tbk.

PP London Sumatera

Industri Jamu dan Farmasi

Indonesia Tbk.

Sido Muncul Tbk.

United Tractors Tbk

Unilever Indonesia Tbk.

investment in Indonesia. IDX has identified 30 stocks that have a satisfactory ESG evaluation through
the Stock Exchange No. Peng-00363/BEI.POP/12-2020 statement dated December 8, 2020. However,
there are presently no forestry enterprises listed on the IDX ESG.
Semen Indonesia Tbk.

SRI-KEHATI INDEX
As a country with a majority Muslim population with a dense eastern culture and a rich set of civilized
living principles, Indonesia has its character for Corporate Governance. Investors might consider its
ethical to overlook some company sectors. Ethical investment adheres to the notion of Governance,
which complies with the norms and culture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and social issues and nature
protection. SRI-KEHATI is one of the stock indices that may accommodate these investing options.
When the KEHATI Foundation developed the SRI-KEHATI index in 2009, it became a pioneer in
ESG investment in the Indonesian capital market, combining exclusion and ESG integration strategies.
SRI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established in collaboration with the Indonesia Stock
Exchange and based on the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IDX). As a result, it receives public and investor support and trust, which positively influences the company's long-term success.
The tendency of investors' behavior to look for green investment indexes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of a good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fluences trust in companies with the SRI label, as represented in the SRI-KEHATI Index. Since its introduction by the IDX, this index has regularly outpaced other indexes, with an average value of 10% higher than the LQ45 and the Jakarta Composite
Index (JCI). It indicates that investors are more interested in and trust issuers who are members of the
SRI-KEHATI constituency and are ready to pay a premium for them.

Telekomunikasi
Indonesia Tbk.

Wijaya Karya Tbk.

The SRI-KEHATI index currently has 25 businesses included on it, as indicated in Table 1.
Table 1. Indonesian Companies with SRI-KEHATI index (Source: kehati.or.id)

Research shows that SRI enterprises' implement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s more successful and
in compliance with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since it has a favorable influence on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and market value. It is linked with the status of the Indonesian capital market,
which tends toward ethical investor behavior, implying that the ESG/SRI label is also a company's added
value in addition to assessing financial performance.

C. The Opportunity and Challenge Following ESG Implementation
As previously mentione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ESG implementation has
become a global trend nowadays. Following this, ESG is getting popular in Indonesia. The development
in ESG managed funds in 2020 grew dramatically to IDR 1.8 trillion, or increased thirteen times from
IDR 132 billion in 2017. Furthermore, the number of mutual funds (reksadana) rose exponentially from
1 to 13 in 2017 and 2020. Investors are becoming more interested in investing because empirical data
shows that "excellent" emiten would have high ESG values, implying that ESG is directly proportionate
to investment profits. Indonesia has a huge quantity of natural resources and a large population, making
it a very strong market opportunity for ESG implementation. However, in addition to the present
benefits, we must also consider the problems encou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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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portunity

by No.21/2020 regarding Performance Assessment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and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for Permit Holders, Management Rights, Private Forests, or Holders of the

ESG has a great opportunity to be implemented in Indonesia. Given that ESG attempts to create

Legality of Utilization of Timber Forest Products.

practical solutions that benefit the environment and people (Korindo Group, 2020). In fact, the term

The government supports the availability of wood raw materials derived from sustainable forest

"ESG" is still not widely used in Indonesia. However, Indonesia's president, Joko Widodo, has already

management techniques through this regulation. This current presidency’s administration promotes

made ESG a priority in his presidency regarding the United Nations'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Social Forestry through Regulation No. 83/2016 Social Forestry in the social sector. As a result of this

Development Goals (SDGs). According to Maybank Sekuritas Indonesia, ESG will be prevalent within

regulation, communities can manage forest resources, promoting their well-being and ensuring forest

three to five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In response, the GOI has pledged, through IDX, to promote

sustainability. Social forestry has the potential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tenure conflicts,

ESG, particularly in Indonesia's capital market. The authority is currently focused on sustainability

including accelerating the availability of legal access to forest management. To the community, access

programs, such as manufacturing electric vehicles and bikes, to produce 2 million units by 2025 (Alfaruq,

to forest management granted by the government has reached 4.73 million hectares across the country

2021).

by 2021.

As the nation with the largest tropical forest in Asia, Indonesia has rich forests and biodiversity.
Tropical rain forest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the function of natural hydrological regulations

The Challenge

to prevent flooding and provide clean water sources, natural carbon sinks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nature tourism, and the abundance of timber and non-timber forest products (including carbon trading).

Experts recognize the problem that will be encountered as a result of ESG implementation and the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timber industry became the backbone of the country's economy

benefits provided by ESG. On the one hand, investors believe that the advantages of ESG are minor and

before the trend declined due to over-exploitation causing the forestry industry to deteriorate. The total

that the expenses are too expensive. Also, they believe that ESG will take a long time to implement.

investment value of the forestry sector in the country was IDR 128.14 trillion in 2019. This figure is

This is due to the large number of standard reports that must be met. A new data collection process to

lower than the previous year's estimate of IDR 155.71 trillion. As a result, implementing ESG principles

improve the qua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also being developed, as are other initiatives will need

in the forestry industr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and investment in the forestry sector.

significant work from a variety of stakeholders. The introduction or socialization of the specific ESG

Recent evidence shows that major companies designated ESG/SRI have a higher Return on Equity,

processes will be expensive since it necessitates a uniqu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financing.

value, governance, and growth capability. It is because the environment principle has a role in preventing

Moreover, the Covid-19 Pandemic makes people’s lives have become more challenging. To hamper

and mitigating environmental-related risks. Social will take care of human rights, labor, health and

the above issues, the government as a policymaker should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ESG that

safety, and financial inclusion. At the same time, governance will work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could reach everyone at all levels. A good concept of ESG should not affect poor people disproportionately,

effectiveness and be responsible for any illegal practices. Also, various studies showed that many

as they tend to spend a higher share of their income. Likewise, companies could meet the market target

investors are looking for companies that meet their ESG requirements.

and be responsible to the environment and people involved.

As a result, it is critical to strengthen ESG in wood-based compani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Indonesia already has a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SVLK) or Indonesian Legal Wood to

D. Steps toward ESG Enforcement in Forestry Sector

ensure that wood products and raw materials are purchased or come from sources whose origins and
management comply with legal requirements. Timber is legal if the origin of the wood, logging licenses,

Indonesia has committed to lower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9 percent with its own efforts and

and methods and processes for harvesting, transporting, processing, trading, or transferring it can be

41 percent with international assistance by 2030 under the Paris Agreement. This has been stated in the

proven to fulfill all applicable legal criteria and are backed up by a certificate. In terms of governanc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The forestry, energy, garbage, industrial, and agricultural

the GOI issued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Regulation No.30/2016, which was later refined

sectors are responsible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Indonesia. Because the forest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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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the most to reducing emissions (reaching 49 percent), it was required to reduce emissions by

System. Based on the stipu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every corporation must conform with the

17 percent and energy by 11 percent.

established principles of being economically feasible, socio-culturally feasible, and ecologically benign

In Indonesia, the market is slower to respond, although OJK launched a roadmap for sustainable

within this framework.

financing in 2014. In addition,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pilot project for green bond issuance have

Around 96 percent of palm oil firms are committed to implementing zero-deforestation practices,

been completed. As previously stated, the KEHATI foundation developed as a pioneer in the green

demonstrating the palm oil industry's commitment. It indicates that the industry is currently on track to

investing movement. The KEHATI Foundation launched the SRI KEHATI Index, the first ESG-based

reduce GHG emissions substantially. There has also been research the impact and influence of ESG on

sustainable stock index in Indonesia and even in ASEAN, in 2009 to begin a sustainable investing effort

the sustainability of palm oil companies. One of them is a PT PP London Sumatra Tbk study, which

in the Indonesian capital market. ESG reksadana, which track the SRI KEHATI Index, have increased

reveals that enterprises with ISPO-compliant management practices have a lower ESG risk in oil palm

more than sevenfold in the previous two years to Rp 1.5 trillion. The number of reksadana expanded

production and processing. Although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to be done, existing rules can help to

fast as well, from two to nine.

promote the sustainability concept.

Lesson learn from Palm Oil sector

Step forward adopting ESG principles in the forestry industry

Until recently, there hasn't been a single forestry company that has implemented ESG principles.

Based on the palm oil sector's progress in applying sustainability principles, the forestry sector must

According to the SRI Kehati Index, there has not been a single business active in the forestry industry

start to develop.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the European Union's Action Plan on Sustainable

among the 25 public corporations listed on the IDX. On the contrary, several palm oil companies, such

Finance may inspire more institutional investors to participate in forestry. Still, we need to pay attention

PT. PP London Sumatra Tbk. and PT. Astra International Tbk., have been registered. Until recently,

to the application of ESG in the forestry sector that is not easy. GOI must consider several issues that

there hasn't been a single forestry company that has implemented ESG principles. In reality, one of the

will arise when responsible investment in the forestry sector is implemented (Figure 2).

three award recipients at the 2017 SRI-KEHATI Award was PT Astra Agro Lestari Tbk, a palm oil
company. The assessment is based on six factors, which are as follows: environmental concern,
community development, good governance, business behavior, labor practices, and human rights.
Since the mid-1990s, Indonesia has developed into a major palm oil-producing country that Malaysia
previously dominated. The combined exports of palm oil and palm kernel oil from the two countries
accounted for around 90% of global exports from 2012–2016. This product development was also
driven by increasing demand from countries with large gross production as China and India. Until now,
the world's palm oil products are still dominated by Asian countries with 60% of the total annual
production.
On the one hand, as one of the key industries generating foreign exchange for the country, the palm
oil industry has undoubtedly received more assistance from bank creditors than in 2010. On the other
hand, the palm oil sector faces various issues and challenges, namely deforestation, peatland use,
protection of endemic animals, and protection of labor rights. Consequent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nact several initiatives, including the Indonesian Ministry of Agriculture releasing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umber 11 of 2015 about the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ISPO) Certific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Planting and harvesting techniques,
and resource management
•Positive and negative climate impact.
•Pollution (such as through pesticides
and the impact on soil quality)
•Water use and availability, and the
broader impact on watersheds

Social

Governance

•Supply chain custody, particularly
regarding illegal logging.
•Labour standards, including health and
safety.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and other key stakeholders.
•Land rights (acquisitions, tenancy and
use of land)

•Supply chain custody, particularly
regarding illegal logging.
•Labour standards, including health and
safety.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and other key stakeholders.
•Land rights (acquisitions, tenancy and
use of land)

Figure 2. Notable ESG Issues in Forest Industry (Sourc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With the potential for abundant timber and non-timber forest products, the Indonesian forestry sector
might become the country's primary foreign exchange earner once more. Applying ESG principles to
the forestry industry can be a way out of the slow forestry business since companies with good ESG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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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likely to outperform the market. As a result, an increasing number of investors will be interested

in its ESG evaluation report of 144 countries worldwide (CIS). Therefore, based on Korea's experience,

in investing in the forestry business. As a first step,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

the Korea Indonesia Forest Cooperation Center (KIFC) may connect to expedite ESG adaptation in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personify ESG principles in the forestry industry by implementing the

Indonesia's forestry sector. For example, Indonesia might learn how to improve strategies and investment

following measures:

products that have a beneficial impact and provide market returns, particularly in climate change and

a) Construct an ESG technical task force

the SDGs. Another example is how to carry out or continue renewable energy mandates to encourage

It would be essential if the MoEF could develop a multi-stakeholder task force comprised of

non-fossil fuel sources of power generation, such as biomass research and investment, and public

investors (foreign and domestic representation), OJK registered professionals and licensed parties

education on the role of forestry in connection to concern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he SDGs.

(lawyers, accountants, underwriters), IDX, selected companies, NGO (e.g. KEHATI), and

The implementation of ESG in the field of forestry in Indonesia requires the collaboration of numerous

international donor agencie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encies). This task force's mission would be

stakeholders. Many issues will be addressed in the future, necessitating a holistic approach to solving

to develop the MoEF's ESG competency and match ESG policies and regulations with worldwide

those many problems.

best practices.
b) Increase the capabilities of the ESG technical task force
A second phase would be to work with foreign donor agenci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etters
to design a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task force members who may benefit from it. Given some
of the regulatory best practices emerging from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cooperation
may look to their respective donor agencies as a beginning point for developing relationship.
c) Develop MOEF’s ESG policy roadmap
Prepare the MOEF's ESG policy roadmap in line with GOI’s policy roadmap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with technical help from donor agencies, and as a subset of that,
build a sustainability reporting roadmap, which may augment the national ESG policy roadmap.

E. KIFC Role on The Implementation of ESG in Forestry Sector
South Korea is a great example of a country that has effectively turned itself from the world's second
poorest country to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ic power during the Korean War. The country's
economy is underpinned by heavy industry, which is quickly expanding to match Western countries.
Previously, like other emerging countries, South Korea has already faced the repercussions of
environmental harm caused by industrialization operations. However, it was precisely at this time that
the country's forest cover improved dramatically. As an outcome, in terms of sustainability, South Korea
may be used as an example of a country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growth.
Moreover, being an industrial country, South Korea has a high index of long-term competitiveness.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countries with effective ESG management. Park and Jang (2021) reported
that 11 nations, including Korea, Germany, and Switzerland, had the highest ESG Credit Impact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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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i Madia : Endeavoring towards an
Independent Community Forest Farmer
By : Mustara Hadi (Head of FMU of Rinjani Barat),
Group

Sugeng Marsudiarto (KIFC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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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소개
Figure 1. Protected Forest in FMU of Rinjani Barat provides water sources for the surrounding community.

Nur Syamsi Muhammad (누르 시암시 무하맛), 2012년 보고르
농대(IPB) 임산물공학과를 졸업, 2020년 영남대학교 새마을

Giri Madia, is the name of a village located in Lingsar Sub District, West Lombok Regency, West Nusa

국제대학원 석사 취득, 2020년 11월 외국인 최초 국가 공인 ‘ 숲

Tenggara Province, with a population of 2,335 people consisting of 1,141 men and 1,194 women. In the

해설가’로 등록. 2014년부터 환경산림부 인적자원교육개발원

context of forest management, Giri Madia Village is part of the area of the Rinjani Barat Forest

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사마린다 교육센터에 재직 중

Management Unit (FMU), that was established in 2009, and currently the FMU is classified as one of
FMU model out of 15 FMUs in West Nusa Tenggara Province. The area of the FMU Rinjani Barat is
about 40,983 hectares, and mostly, about 70 %, is protected forest, that makes the FMU is 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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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rotected FMU, which provides water sources for most of Lombok Island. Part of the area of the

2. Determination of the boundaries of the permit area and arable land for each group member,

FMU also has been allocated for social forestry program, of which until 2021 there have been 38 farmer

3. Conducting an inventory to collect data and potential information on each area cultivated by group

groups in the area of the program.
The livelihoods of the Giri Madia community are very dependent on the forest in their village, which

members using the census method;
4. Arrangement of group membership, by issuing membership cards;

in addition to getting water sources, they also collect non-timber forest products and carry out small-

5. Developing a database based on the result of the inventory and boundary determination;

scale farming activities.

6. Business development, by developing superior commodities and post-harvest processing.

Until the early 1990s, the people at Giri Madia village were still secretly collecting non-timber forest
products, even doing illegal logging and uncontrolled clearing of forest land for their agricultural
activities. During this period, conflicts often occurred between the Giri Madia village community and
the forest police and local security forces. At that time, the authority of the management of the forest
wa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West Lombok District Forestry Service.
In the early 2000s, two person of the non formal community leaders from the village of Giri Madia,
namely Mr. H. Mamid and Mr. H. Husnan, were called to take the initiative to find a way for the
community of Giri Madia village to gain legal access to the forest area. The two person were aware of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a Community Forest permi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through the West Lombok District Forestry Service and the West Nusa Tenggara Provincial Forestry
Service.
After going through a process of deliberation among the local community members, facilitated by
local forestry officials, in 2010 Mr. H. Husnan on behalf of the Giri Madia village community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a Community Forest permi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through

Figure 2. Author with the Head of Giri Madia farmer group and its member.

the West Lombok District Forestry Service and the West Nusa Tenggara Province Forestry Service.
Through a long process, finally in 2014 the people of Giri Madia Village received a forest management

Since the year 2017, the effort of the FMU of Rinjani Barat in developing farmer group getting support

permit in the form of a Community Forest Utilization Business Permit or known as IUPHKm, with an

from the Forest Investment Program II (FIP-II), a grant project which focuses on improving community-

area of 329 hectares.

base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natural resources. This program was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As is the general problem faced by community groups who have just received a forest management

Environment and Forestry (LHK)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World Bank and the Danish

permit, the people of Giri Madia village did not know what to do. At that time the group membership

Government.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promote community-base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was not clear, the area of land cultivated by each group member had not been recorded, the potential

natural resource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o providing support for the Giri Madia

for forest resources had not been identified and the farmer group did not have a group economic

farmer group, the FIP project also provides support to several other farmer groups in the Rinjani Barat

orientation. Here, the FMU of Rinjani Barattook a very important role to facilitate the farmer group in

FMU area, namely the Gapoktan Merte Sari in Senggigi Village, the Mandala Traditional Forest Tourism

terms of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the development of business. The efforts made by the FMU of

Group in Bayan Village, Cooperative of Tani Hutan Maju Bersama Santong in Santong Village, Emas

West Rinjani are includes :

Hijau Farmer Group in Langko Village, Maleko Bangkit Forest Farmer Group in Jenggala Village,

1. Facilitate the changes of the management structure of farmer groups through group member
deliberations to strengthen the farmer group management;

Sasak-Q Group in Taman Sari Village, and Cerah Ceria Group in Bentek Village. The grant of the FIPII project has had a very real positive impact on farmer groups, because apart from providing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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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production and post-harvest equipment, the FIP-II project together with the FMU Rinjani

the promotion of KTH products in the showroom owned by KTH. In addition, product marketing is

Barat also employing farmer group assistants to provide intensive guidance to the farmer groups.

also carried out on gray-gray owned by related agencies, one of which is through the gray NTB Mall

As proposed by the farmer group of Giri Madia, the support provided by the FIP-II project is business

which is owned by the NTB Provincial Trade Service.

development of palm sugar, candlenut and durian businesses. However, for the time being, the main
focus of the FIP-II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the palm sugar business, through the following efforts: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to farmer groups, provision of production and packaging equipment of
palm sugar, construction of production house, post-harvest processing, and marketing of the products..
Currently, the Giri Madia farmer group has been able to increase palm sugar production, as well as
process and package their products so that they can increase added value.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palm sugar, women are always actively involved. The production of the palm sugar is currently
around 500 kg per day. If sold in the form of palm sugar briquettes the price is Rp.30,000.- per kilogram,
means the potential income in one day is Rp.15,000,000. - and if it is processed into granulated sugar,
which is widely known as brown sugar, the price per kilogram becoming Rp. 85,000.
Figure 4. Examples of Palm Sugar Products

After a long facilitation process, currently the farmer group of Giri Madia has become a farmer group
that is classified as advanced and has a business orientation to develop superior products, namely palm
sugar, which is produced in the form of shell sugar, granulated palm sugar and sugar briquettes, which
are branded : MEIK RASEN and has been certified as a halal product. The arable area of each group
member of 394 people has also been mapped and its potential has also been identified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business planning, in collaboration with BUMDES and other investors who are
interested in the palm sugar business. Moreover, each group member also has a membership card, and
all of the members agree to collect a monthly financial contribution, which then could be used as group
business funding.In the near future, the farmers group of Giri Madia will develop the variety products,
such as candlenut and durian. With the growing business, the Giri Madia farmer group is expected to
become an independent farmer group in the near future.
Figure 3. Women involvement in palm sugar processing

The FMU of Rinjani Bara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ostering and facilitating farmer groups in
the area, moreover when the FIP-II project ends in 2022. Therefore, support from the West Nusa

The current challenge faced by the Giri Madia Farmer Group, which needs support from various

Tenggara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is very important for

parties, is product marketing. To expand this marketing, FMU of Rinjani Barat actively includes product

the FMU of Rinjani Barat in carrying out its activities. function and mission. With the issuance of the

samples from farmer groups in various exhibition opportunities. In addition, together with the FIP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Regulation No. 9 of 2021, where by law the FMU will not be

project, it has also opened marketing through online marketing. In the near future, FMU Rinjani Barat

able to develop partnerships with farmer groups, will have the potential to weaken the position of the

will also build a KTH-Mart to market the products of the farmer groups and for now it has begun with

FMU. Therefore, a policy breakthrough is needed, so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FMUs in
facilitating farmer group business activities could be further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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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lm Tree

Figure 6. Distribution of durian seedlings to farmer
group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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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BIO INTI AGRINDO,
RSPO인증 취득으로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에
‘신뢰’를 더하다
PT. BIA 공병선 前법인장, 공동저자: 서은정, 배규태

국제사회에서 RSPO 인증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팜유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환경단체들이 팜 농장 개간 과정에서 기업들이 삼림 벌목, 화전, 온
실가스 배출, 인근 지역 수질 오염 및 독성물질 노출 등 환경오염을 야기해 산림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
역주민의 생계수단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팜유 생산기업의 환경파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하고 있고, 이에 환경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생산되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상품의 수요가 급
증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RSPO 인증은 총 7가지 원칙3) 아래 5가지 목표4)(그림
3-1)를 추구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및 산림 벌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지킴으로써 생산자가
팜유 생산지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 Area)에서 무분별한
삼림 파괴 방지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고객

2021년 9월, PT. Bio Inti Agrindo(이하 PT. BIA)는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

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로부터 RSPO P&C 인증(RSPO Principle & Criteria Certification)을 취득했
다. 지난 2018년 7월 RSPO Membership 취득 이후, RSPO가 수립한 국제적인 원칙(Principle)과 기준
(Criteria)에 부합되는 지속가능한 팜 농장 운영 및 팜유(Palm Oil) 생산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SPO 인증은 팜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RSPO 협의체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친환경 국제 인증으로, 팜유 생산부터 유통, 가공 등
팜 산업 전 단계에 있어 환경 보호는 물론, RSPO P&C(Principle and Criteria) 2018에 따른 7대 원칙 및 41
개 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여 발급된다. PT. BIA는 RSPO 인증 취득에 앞선 지난 2020년 3월,
국제적으로 대규모 팜유 유통기업들이 채택한 강도 높은 환경사회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2019년 ISPO 인증1) 취득부터 2020년 NDPE 정책 선언, 그
리고 2021년 RSPO 인증 취득으로 이어지는 PT.BIA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경
영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
게 되어 향후 팜유 사업에 있어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1. RSPO 인증이란?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인 RSPO는 환경을 보호하며 팜유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팜
산업을 증진시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여 이행하는 목적으로 2004년 팜유

그림 3-1. STRUCTURE OF THE RSPO P&C 2018

RSPO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전체 CPO(Crude Palm Oil)의 약 19%가 RSPO 인증을 취득한 팜유라
고 밝혔다(그림 3-2). 유럽계 국가(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는 100% RSPO 인증을 받은

산업의 7개 분야2)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4,000여개 기관 및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3) Behave ethically and transparently, Operate legally and respect rights, Optimise productivity, efficiency,
positive impacts and resilience, Respect community and human rights and deliver benefits, Support
1) 인도네시아 친환경 팜유 정책(ISPO, 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팜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친환경 팜유 인증 제도.
2) Oil Palm Growers, Palm Oil Processors and Traders, Consumer Goods Manufacturers, Environmental &
Social NGOs, Banks & Investors, Retailers

smallholder inclusion, Respect workers’ rights and conditions, Protect, conserve and enhance ecosystems
and the environment
4) No Deforestation, No new planting on peat, No use of fire, Protection of labour and human rights, Decent
liv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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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만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선언했으며, 주요 팜유 수입국인 인도, 중국 및 미국 또한 RSPO 인증 팜

2. PT. BIA 소개

유만을 구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PT. BIA는 포스코인터내셔널(구. 대우인터내셔널)이 201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첫번째 팜유 사업
운영 법인으로,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주 머라우케(Merauke)군 울릴린(Ulilin) 지역(그림 3-3)에
34,195ha에 이르는 대규모 팜 농장을 운영 중이다(그림 3-4).

그림 3-2. RSPO GLOBAL IMPACT

이와 같이 RSPO 인증 제도는 팜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기업의 요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대규

그림 3-3. 농장위치(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모 팜오일 유통기업에 이어 팜유 생산 기업까지 팜 사업의 전 공급망(Supply Chain)이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RSPO 인증을 받은 글로벌 기업으로는 로레알(L'Oral), 유니레버(Unilever), 까르푸(Carrefour),
올람 인터내셔널(Olam International), 컨트롤유니언(Control Union) 등이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LG
생활건강, 삼성물산 등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팜유(Palm Oil)란?
열대작물인 Oil Palm(기름야자) 나무의 과육(함유분 16~20%)을 쪄서 압축 채유되는 식물성
유지이다. 트렌스 지방이 없고, 보존성이 우수하며, 맛이 담백하기 때문에 가공성 식용 유지로
널리 사용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 생산을 보이는 유지 자원으로 연간 약 5,500만톤 정도
가 생산 및 소비되고 있다. 팜유는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매우 높아 가장
저렴한 반면, 생산 효율과 활용도가 극히 높은 원자재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팜유는 과자, 라
면, 빵, 마가린, 쇼트닝 등의 식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화장품이나 세정제,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팜유는 고온에서도 특성을
잘 유지할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 천연 방부 효과가 있다.
그림 3-4. PT. BIA 농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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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팜 농장은 서울시 면적(60,520ha)의 약 60%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농장 면적 중 식재면적은

이와 같이 PT. BIA는 사람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회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25,941ha이며, 고보존가치구역(HCVA, High Conservation Value Area)으로 보호 중인 면적은 6,718ha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이다. 즉, PT. BIA가 추구하는

다. 더불어, 6,867ha 규모의 Plasma 농장5)을 운영하고 있다. 팜 농장에서 수확되는 열매(FFB, Fresh Fruit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Bunch)는 법인이 농장 내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착유 공장(CPO Mill)에서 팜 원유(CPO, Crude Palm Oil)
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그림 3-5), 현재 3기 공장이 건설 중에 있다. 2020년 말 기준, 약 10만 톤의

PT. BIA는 농장의 지리적 특성상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3-7). 약

CPO를 생산하여 판매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지정제(Refining) 사업 등 팜 사업 벨류

7,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농장 내 거주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PT. BIA는 농장 운영을 위해 이

체인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중 약 3,500여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PT. BIA는 지역주민의 직원 채용을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지 않는다. 농장 내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
도를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생활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선주민 및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
족을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 도로, 전기, 수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농장 내 병원(사진 3-8) 및 체육관과 같은 의료 및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활
동을 보장하기 위한 종교시설(교회, 성당, 이슬람 사원)을 설립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의 신
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그림 3-5. PT. BIA 1기 착유공장(PKS1) 전경

PT BIA의 핵심가치에 대하여…
PT. BIA는 ‘시회에 공헌하는 지속가능한 팜 사업’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협업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림 3-6).

그림 3-6. PT. BIA 비전 및 미션

5) 영세 농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로, 인도네시아 법령에 의거하여 농장 사업 허가 면적의 20%를지역주민 농장으로 개발하여 제공
하는 제도.

그림 3-7. 농장 개소를 축하하는 원주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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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BIA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윤리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모든 지역주민이 차별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6년
부터 본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현지 의료 인프라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여건에 적합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3-10). 한국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건강한여성
재단, 씨젠의료재단에서 파견 온 의료진이 현지 의료진과 협력하여 기초 건강검진, 상담, 치료 및 약 처
방을 실시한다. 한국 의료진은 환자와 현지 의료진에게 진료 과정 및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동
으로 작성한 진료차트를 통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관리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3-8. PT. BIA B지구 병원 개소식

나아가, 지역주민의 자녀를 위해 농장의 각 지구(A, B, C 지구)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정규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그림 3-9), 단계적으로 중학교 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PT.BIA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10월
파푸아 주지사로부터 ‘CSR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림 3-9. PT. BIA B지구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그림 3-10. 팜 농장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 의료환경 개선 활동 실시

더 나아가, PT. BIA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경제 자립을 위해 플라즈
마(Plasma)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PT. BIA의 플라즈마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선주민에게 직접
농장의 운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이 보장될 예정이다. 이는 PT. BIA가 농
장을 대신 관리하여 생산 실적으로 선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에 비해 선주민의 자립 능력을 더욱 증
진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주민들이 플라즈마 농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파푸아 출
신의 선주민을 대상으로 농장 운영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3-11).
BI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지속경영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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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플라즈마 농장 교육

3. PT. BIA의 RSPO 인증서 취득 과정

그림 3-12. 주민농장(Plasma)
                     양도식

그림 3-13. 고보존가치구역(HCV)
                     보호 활동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T. BIA는 팜유 농장, 팜유 공장, 팜유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RSPO
P&C(Principle and Criteria Certification)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7대
원리(Principle)에 기반하는 200여 개의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 세분화된 현장 감사(Due Diligence)를 완
벽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인증 취득 후에는 매년 정기 감사를 받게 된다.
PT. BIA는 2019년 태국에서 열린 RSPO 정기 총회에 참석한 이후, 본격적으로 인증 취득을 위한 준
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2020년 1월, 현장에 대한 사전 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7월 RaCP 보고서 승인
에 이어, 같은 해 9월 RSPO 인증을 취득하기까지 약 2년 여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RSPO는 끊임
없이 평가와 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2020.3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사회적 이동 제한이 실시 되었고 이
일환으로 군정부가 3.26일 공항의 폐쇄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인해 완전 고립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인증 취득 과정이 전문가와 직원간의 교류, 교육 및 감사의 연속이기에 내외부의 왕래가 보통 때 보다
많이 계획 되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멈춰 버린 것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현장 감사, 농장 주변
산림 조사 및 선주민 상황 등을 조사하던 외부전문가 그룹이 공항 폐쇄로 농장에 한동안 우리와 동거
동락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문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코로나도 우리의 인증 취득에 대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고립된 상태에서 내부적으
로 RSPO P&C 실행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ISPO 인증 취득 경험으로 RSPO 인증 절차가 익숙할 법도 했으나, 신규 RSPO P&C 2018 규정
에 따른 현장 실사 및 감사는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 및 농장의 오지 위치로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 플라즈마 농장 조성 및 양도(그림 3-12), 선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투명한 소통, 고(高)보존
가치구역 보호(그림 3-13), 현장 근무자의 안전 강화(그림 3-14) 등 세세한 부분까지 차질없이 완벽하
게 준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만 가능했다.

그림 3-14. 체계적인 현장
                     화재관리를 통한
                     안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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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법 및 국제법에 의거한 제반사항부터 선주민의 관습법적 사회적 관행까지 모든 것이 RSPO

뿐만 아니라 RSPO 역시 처음이라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RaCP 보고서를 통해

P&C 2018 기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했으며, 나아가 이 모든 이행 과제들에 앞서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제안한 환경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외부 평가자와 RSPO 내부 패널을 거치며 과학적인 분석을

인식 변화가 선제 되어야 가능했다. 임직원과 선주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수차례의 설명회와 공청

통한 근거 제시 뿐만 아니라, 선주민의 관습법 적용 및 환경•사회적 이유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매우

회, 그리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기반을 가진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산림 훼손 모델링(Modeling) 전문가뿐만 아

하고(그림 3-15),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며,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작업 방식을 고민하며 지루할 틈 없는 준

니라 파푸아에서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최고

비 과정을 거쳐 RSPO에서 요구하는 원리(Principle)와 기준(Criteria)을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수준의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팀 모두가 협력하여 RSPO가 요구
하는 장기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다.

4. RSPO 인증서 취득 이후
PT. BIA가 취득한 RSPO 인증은 파푸아 지역에 발급된 첫 인증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 만큼,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무게 역시 상당하다. 앞으로 PT. BIA가 추진해 나갈 환경보호와 인권존중 활동의 모든
이행 사항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동안 PT. BIA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해관
계자들에게 평가될 것이 자명하다.

"ESG 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도시 구축"
표 3-1. ESG 주요 핵심 전략
• 환경영향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이행 강조
• 임직원 포함,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
• ESG 전담 조직 구성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및 정책 이행 강화

그동안 PT. BIA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ISPO 및 RSPO 인증과 NDPE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한 팜 사업 운영’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PT. BIA는 ISPO 및 RSPO 인증이 요구
그림 3-15. 사회적영향평가(SIA) 공청회

하는 정책과 자발적으로 선언한 NDPE 정책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ESG 경영 핵심 전략(
표 1)을 세우고, 각 인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하여…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승인 받는 과정은 늘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PT. BIA는 NDPE
정책 선언을 통해 농장 개발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해 환경보존 프로그램으로 이행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파푸아라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프로그램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국제적으로도 PT. BIA가 선언한 대규모 면적(34,195ha)에 해
당하는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팀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적
절히 벤치마킹을 할 만한 팜 기업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RSPO 인증 취득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당사

계획을 세워 실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면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기고자 소개
공병선 前법인장,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우에 입사,
2007년~2012년도 ㈜대우의 인도네시아 투자 자회사인 PT
RISMAR DAEWOO APPAREL 파견 근무(CFO, CEO 역임),
2012년~2016년도 경영기획실, 식량사업실 근무, 2017년 2월
~2021년 12월까지 PT BIO INTI AGRINDO 법인장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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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산림협력 파트너 인도네시아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이성길 前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장 ((現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장)

전세계 34개국과의 양자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분야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다자협력 사업도 펼
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의 역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의 역사는 1964년 신흥양행(주)이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경험과 현지 적응력이 부족하여 사업성
장도 부진하여 실패했고, 1968년 한국남방개발(KODECO)이 정부에서 450만 달러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의 천연림을 개발한 것을 최초의 성공사례로 꼽는다.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개소 10주년

이후 1972년 2월, 양국은 제1차 임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987년 6월에 양국간 임업협정이 체
결된 이래로 협력위원회를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했고, 2006년 12월에 제1차 한-인니 산림포
럼을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7월 21일에 인도네시아 산림부 청사 내에 한-인니 산림센터를 정식 개소

2021년 9월 16일, 과 인도네시아간 산림분야 양자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하여 양국 산림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왔다.

의 10주년 개소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시티 누
르바야(Dr. Siti Nurbaya) 장관을 비롯하여 약 200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센터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함께 마련한 향후 10년의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녹색 파트너십 녹
색 미래(Green Partnership Green Future)’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 글은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개소 10주년의 의미를 돌아보고, 기후변화,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된
이 시대에 보다 중요해진 센터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다음 10년 동안 센터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UNFCCC COP26에서 재강조된 산림협력

산림 부국(富國)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위치하여 높은 기온과 풍부한 강수량 덕으로 나무가 빨리 자라는 기후인데다
국토가 넓고 임금이 저렴하여 산림산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자연 환경
덕에 열악한 물류와 만연한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천연림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대
규모 산업조림을 통한 임산물 수출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부흥을 위해 대량의 목재가 필요하던 1960년대와 70년대에 인도네시아의 천연림은
우리나라에게 주요한 목재 공급원이었다. 베기만 하는 목재생산에서 1990년대에 심고 가꾸어 베는 지
속가능한 방식의 산업조림으로 전화된 시기에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목재를 키워 조달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에서 산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는 사실
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전세계 141개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손실을 막고 산림복원을 위해 노력하
겠다는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에 서명했으며, 선진국들이 개도국 산림복원을 위해 글로벌 산림재원 12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약속하는 등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산림청은 중남미 국가인 온두라스와의 산림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온두라스는
우리나라의 34번째 양자 산림협력 국가가 되었다. 온두라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기가 점점 건조해지
고 길어지면서 산불, 산림황폐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산림청은 산림복원 및 혼농임업, 산불방지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주요 해외조림기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대량의 안정적인 목재공급을 원하는 우리나라와 조림을
위한 기술과 자본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남미의 아마존 유역,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에 이어 세계 3대 열대우림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의 열
대우림은 인간에게 필요한 목재와 각종 임산물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이
자 기후변화 대응에 그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거대한 탄소저장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산림협력은 단순한 목재 공급원과 수요자의 관계를 넘어서, 우
수 양묘 기술전수, 산림인력 역량강화, 맹그로브 복원, 산림 생태관광,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림분
야 학술 교류, 공동연구, 기후변화 대응, REDD+,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산림기
업 지원, 이탄지 복원, 치유림, 산불관리 등 분야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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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산림센터의 설립

산림센터에서 산림’협력’센터로

2009년 3월 한-인니 정상회의 의제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

센터는 우리나라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과 인도네시아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가 합의하여

른 후속조치로 2010년 6월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시 협의록’을 작성하고,

설립하였으나, 2015년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환경부와 합병하여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2010년 9월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합의했다.

and Forestry)로 부명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 센터는 우리나라의 산림청과 인도네시아의 환경산림
부 사이에서 양국의 산림분야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소 당시 센터의 공식 명칭은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Korea-Indonesia Forest Center, KIFC)’였으
나 다른 해외 산림협력센터와 보조를 맞추는 한편, 양국간 ‘협력’에 방점을 찍기 위하여 양국이 합의하
여 2021년 7월부터 ‘협력’을 넣어서 한-인니 산림협력센터(Korea-Indonesia Forest Cooperation Center)
로 개칭했고, 약어는 그대로 ‘KIFC’로 쓰기로 하였다.

(2021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산림부 청사 내에 한-인니 산림센터가 문을 열었다.)

(변경 전) 한-인니 산림센터

(변경 후)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현재 센터에는 두 명의 공동센터장, 자문관, 행정실장을 비롯하여 잠비주 이탄지복원 사업을 담당하
2010년 12월 산림청은 한국인 공동센터장을 인도네시아에서 파견해 2011년 1월부터 산림센터 사

는 김형균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인도네시아인 행정 직원 시파(Syifa), 프로그램 담당 판두

무실 설치 준비를 시작, 2011년 7월 21일에 정식으로 산림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른다. 산림센터는 한

(Pandu), 이탄지복원 프로젝트 직원 아리파(Arifah)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잠비(Jambi)주 이탄지

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공동센터장을 파견하여 운영하며 한국인 공동센터장은 제1대 이장호 센

복원 사업을 위한 현지 사무소에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다우스(Daus)가 재직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터장(2011~2012), 제2대 남성현 센터장(2012~2014), 제3대 오기표 센터장(2014~2017), 제4대 김영철

해외산림청년인재 사업으로 파견된 한국인 인턴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인니인 인턴도 있

센터장(2018~2019)에 이어 제5대 이성길 센터장(2020~2021)이 근무, 인도네시아인 공동센터장은 1

는데 한정훈 인턴은 6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9월에 귀국했고, 제3기 인니인 인턴인 에사(Esa)와 파르

대 페리 유누스(Ferry Yunus, 2011~2013), 2대 난당 소만트리(2013~2014), 3대 수겅 마르수디아르토

한(Farhan)이 함께하고 있다.

(Sugeng Marsudiarto, 2014~2020)에 이어 현재 제4대 우스 다누 쿠수마(Uus Danu Kusumah, 2020~현
재)가 재직하고 있으며, 제3대 수겅 센터장은 임기를 마치고 센터의 자문관(Advisor)로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센터의 개소부터 1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영주 행정실장은 센터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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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의 성과

일 룸핀양묘장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국에 여섯 개의 현대식 양묘장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며 룸핀양묘장을 확대하여 우수센터(Center of Excellency)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는

2011년 개소 이래로 센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산림분야를 잇는 여러 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하였
으며,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꼽으면 다음과 같다.

KOICA에서 시작되어 센터로 이어진 지난 15년간의 한국의 원조가 인도네시아 양묘시설 현대화에 결
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센터가 개소와 함께 담당한 것은 현재 ‘센툴생태교육관광숲(SEETF: Sentul Eco Edu Tourism Forest)’
으로 불리는 함발랑 녹색협력단지 조성 업무였다.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시간 거리인 보고
르(Bogor)군에 위치한, 국영 영림공사(Perum Perhutani)가 관리하는 630ha 면적의 숲에 강의실, 기숙사,
사무실, 홍보관, 식당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8일 기공식 겸 식목행사를
개최하여 2013년 완공했다. 이후 2019년 입구 다리를 새롭게 건설하고 2021년 다목적 교육공간인 밀레
니얼즈홀(Millennials Hall)과 K-포레스트홀(K-Forest Hall)을 더하여 현재는 환경 교육과 산림 휴양으
로 각광받는 명소가 되었다.

(2020년 11월 27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의 원조로 지어진 룸핀양묘장을 방문했다.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는 룸핀양묘장을 지난 10년간 지원해왔다.)

관광지로 유명한 롬복(Lombok)섬 남단 뚜낙(Tunak) 지역에는 한국의 원조로 2018년 문을 연 생태관
광센터가 있다.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지역정부가 협력한 본 사업은 방문자센터, 다목적센
터, 나비교육관, 트레일, 숙소 등을 조성하여 뚜낙 지역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
게 생태관광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이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든 성
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는다.
(2021년 4월 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얼즈홀, K-포레스트홀 준공식이 열렸다.)

센터 개소 전인 2006년 2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보고르군 룸핀(Rumpin)에 조성한 룸핀양묘
장(RSSNC: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은 인도네시아의 임목종자를 개량하여 황폐지를
복구하고 상업용 조림사업을 위한 우수 종자와 묘목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사업이었다. 센터는 지난 10
년 동안 룸핀양묘장을 꾸준히 지원하여 인도네시아 양묘기술의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2020년 11월 27

(뚜낙생태관광센터의 장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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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 선포
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한-인니 산림협
력을 위하여 양국의 합의로 다음과 같은 비전(Vision), 미션(Mission), 전략(Strategy)을 선포하였다. 향후
10년의 비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산림 협력을 위한 우수 거점(Center of Excellency)’로서 이를 위해
SDGs 달성을 위한 우호적 산림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산림협력관계
를 굳건히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미션으로 정했다.
얼마 전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강조된 것처럼 산림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한-인니 산림협력은 그 역사
가 오래된 만큼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ESG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효과적
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뚜낙생태관광센터)

비전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산림 협력을 위한 핵심 거점
미션
· SDGs 달성을 위한 우호적 산림협력 관계 발전 기여
· 주요 프로젝트 발굴과 산림협력 구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
전략
·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복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촉진
· 이탄지 복원, 산불 관리를 통한 산림보호 강화
· 생태관광, 산림치유, 바이오매스 생산,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산림이용 증진
· 산림분야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인적 역량강화 지원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의 비전, 미션, 전략)

또한 센터 개소 이후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와의 양자협력에 집중해 왔다면, 향후에는 한국과 인도네
시아와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등 주변국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의 사업지)

다는 계획이 있다.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이 “이번 기념식과 비전 선포를 계기
로 양국 간 협력과 전략적 동반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을 확신한다”며 “센터는 더 많은 국가와 산림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국제산림협력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기
대한다”고 말한 것처럼 센터는 산림분야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더 많은 동남아 국가들과 녹색협력
을 펼쳐 양자협력 기관을 넘어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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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hoto Contest

YOUTH INVOLVEMENT IN THE FORESTRY
SECTOR THROUGH DIGITAL CAMPAIGNS
Author : Pandu Andhika Prakasa (Program Officer of KIFC)

The photo contest was conducted on 17 – 31 March 2021 which divided into two categories: youth
(13-23 years old) and millennials (> 23 years old). There are 373 submitted photos from 216 participants
who submitted their best documentation that conveys beauty of natural landscape especially the forests
in Indonesia. The winner from this contest was selected by the judges from KIFC and MoEF while for
the favorite winner from the voting on social media.

The younger gene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today in the future.
The same is true in the forestry sector, which is strongly related to long-term investment and sustainability.
Given the importance of this, the Governments of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Indonesia
through the Korea-Indonesia Forest Cooperation Center (KIFC) is committed to always supporting and
encouraging young people to be involved and contributed to the forest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This was also highlighted by the Indonesian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H.E. Dr. Siti
Nurbaya, at the 24th Indonesia-Korea Forest Cooperative Committee (IKFCC) in September 2020 and
on other occasions,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millennials
generation in protecting and caring the forests and the environment, and her also hope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must always be environmentally oriented.
As we know,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 rapidly lately through
the digitalization of technology, and in this case the younger generation plays a bigger role when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In regard to this matter, KIFC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and Indonesi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 decided to facilitate the
younger generation to take part in sustainable forest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through digital
campaigns in the form of creative photo and video contest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se activities
have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in 2021 which is also intended as a side event in commemorating the
International Day of Forests 2021 and the 10th Anniversary of KIFC in July 2021. With the theme of
“The Nature's Masterpiece: Forest Amidst the Pandemic,” KIFC would like to encourage the younger
generation to publish their best documentation of the beauty of nature and efforts to protect forests
amidst a pandemic outbreak.

a. The 1st Winner of Youth Category
• Name Participant :
Fariz Ardianto
• Photo Title : Floating
Time!
• Location : Lamandau
Wildlife Reserve,
Central Kalimantan
• Description : Bornean
orangutan population
has decreased by more
than 60% over the past
decades. Forest
degradation and
deforestation continued
to turn the vast tropical
forests as their main
habitat into fragmented
areas. In 2016, IUCN
increased the
conservational status of
Bornean orangutan
from endangered to
critically endangered,
which is one step before
extinction. Rehabilitation
programs are urgently
needed for their future.
We might not live
among them, but we are
living becaus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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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2nd Winner of Youth Category

d. The 1st Favorite Winner of Youth Category

• Name Participant : Valdi Herlambang
• Photo Title : Our Respect to Indonesia in Mangrove Forest
• Location : Pasir Sakti, Lampung
• Description : A sense of pride and awe at Indonesia's rich and timeless natural world. The mangrove's
lush, natural forestry soothes its witnesses. The beauty inspires a refreshing life. All that combined
with the various kinds of creatures living in it. And how about the oxygen and the fertility it brings to
our lives? Certainly, befitting of the title "the world's lungs".

c. The 3rd Winner of Youth Category
• Name Participant : Rahmadani
Luthfiah
• Photo Title : Our Hope
• Location : KHDTK Kaliurang,
Yogyakarta
• Description : Merapi area is
considered important because
it has diverse potentials such
as "water towers”, where there
are still many dense forests. So
this area is often referred to as
the heart and life of the
Yogyakarta region. As a young
generation, let's together
preserve forest areas for the
lives of the next generation.
Because one seed can give us
a better life.

• Name Participant : Ilham Syach Reza A.
• Photo Title : Forest Inventory
• Location : Wanagama Forest, Yogyakarta
• Description : Each forest function has a tree potential value. The potential value of these trees can be
calculated by processing the data from the tree inventory results. The tree inventory activit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presenting information about the condition of forest stands, both the condition
of the trees and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they are grown. Inventory is not just an
activity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business but the time during the forester ensure that the green
lungs of the world are alive and there to support humans. Don’t forget to always implement health
protocols to stay productive during 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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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2nd Favorite Winner of Youth Category

• Name Participant : Moh Farhan Ansa Islami
• Photo Title : Tree House “Sarembe Yelina”
• Location : Tavanggeli Village , Central Sulawesi
• Description : Tour of the treehouse and waterfall Sarembe Yelina is located in the village of
Tavanggeli, Pinembani, Donggala Regency. The word “Sarembe” which means waterfall and “Yalina”
are taken from the names of previous parents. This tourist destination is a new tourist destination for
the district. Donggala Regency especially the Pinembani district, the place is still very beautiful which
we will be spoiled by the atmosphere of its flora and fauna. this place is located at an altitude of
about 1,300 very suitable for friends who are activists of the outdoors. the distance traveled from the
city to the location takes about 3 to 4 hours and a walk of about 2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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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3rd Favorite Winner of Youth Category

• Name Participant : Adinda Thalia Salsabila
• Photo Title : Pine Sap Tappers
• Location : Klepu Pine Forest, East Java
• Description : One of the resources that can be utilized from pine plants is sap, which can be
processed and can produce gondorukem and turpentine oil. This pine sap can be used as raw
material for various industries such as paints, cosmetics, pharmaceuticals, and medicines.

g. The 4th Favorite Winner of Youth Category
• Name Participant : Muhammad Agam Prasetyo
• Photo Title : Hope
• Location : Paloh Sambas, West Kalimantan
• Description : Hope is a basic form of belief in
something you want to get or an event that will
bring good results in the future. In general,
expectations are in the form of abstract, invisible,
but believed and even sometimes, thought
about and used as suggestions in order to come
true. in a variety of wishes and hopes sure have
a purpose, My only hope is that in the future
their existence will be maintained, their survival
will continue properly, and that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can meet them and feel the
beauty of this universe. I hope they will continue
in their natural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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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he 5th Favorite Winner of Yout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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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1st Winner of Millennials Category

• Name Participant : Rofyan Sofyaman
• Photo Title : Morning Spirit
• Location : Limpakuwus Pine Forest, Central Java
• Description : This place is located in Limpakuwus Pine Forest under the Mt. Slamet. Every day many
farmers forage grasses to feed their livestocks.

j. The 2nd Winner of Millennials Category

• Name Participant : Muhamad Ridwan
• Photo Title : Charm of Curug Luhur Waterfall
• Location : Cibinong, West Java
• Description : Indonesia is an archipelago country that is rich in culture and famous tourism areas from
Sabang to Merauke, both from the beauty of mountains, beaches, waterfalls, and others. This time I will
introduce the Natural Tourism Destination where I was born, namely Curug Luhur in Cibinong, South
Cianjur, which has pure natural beauty, not a setting. Cianjur has interesting natural attractions, one of
which is this waterfall, with nature that is still awake and the freshness of the soothing waterfall. This
waterfall has 4 stages from top to bottom. I took a photo of this waterfall on level 3 with quite challenging
access. This waterfall is natural and still sustainable which we should protect and preserve. Hopefully, this
rich Indonesian nature is still preserved and can be enjoyed by our grandchildren later, come on guard
and preserve it.

• Name Participant : Tri Patrick
• Photo Title : Indonesian University Campus and Its Surroundings
• Location : University of Indonesia, West Java
• Description : The forest inside the campus area of the University of Indonesia (UI) is not only a physical
laboratory for the students, but also as a water catchment area for the city of Depok. During this pandemic,
lecturing activities shifted to the standard system. And the UI forest has become one of the sports destinations
for the residents. Not only Depok residents who come to exercise, but residents around Jakarta. The UI Forest
still provides a role for residents around the UI Campus to be able to sell drinks around the UI for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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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he 3rd Winner of Millennials Category

• Name Participant : Yuni Rismelia Buntang
• Photo Title : Take Care of Mangroves for Our Earth
• Location : Bontang, East Kalimantan
• Description : This woman is wrapping propagules with nets as a shade of plants from pest attacks in
the Mangrove Labor-Intensive Program, a program designed by MoEF Indonesia during the
pandemic. Planting is not just about planting seedlings, but we have to think about how they can
grow as well as take care of our own children. A different sense of happiness if we can see the growth
of seedlings that we've pl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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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he 1st Favorite Winner of Millennials Category

• Name Participant : Mohammad Aripin
• Photo Title : My Family’s Economic Support Forest
• Location : Candipuro, East Java
• Description : The source of my family's livelihood comes from the forest, namely tapping pine sap,
which is used to fulfill our daily needs.

m. The 2nd Favorite Winner of Millennials Category

• Name Participant : Yoke Ranlym
• Photo Title : Forest, the Largest Home in the World
• Location : Baluran National Park, East Java
• Description : When we mention forest, the first thing we remember is shady trees. But, It wouldn't be
a forest without animals. Forest is the beauty of the world that must be preserved forever because it
is a home for many creatures. Hopefully we as humans can contribute to creating a better ecosystem
so that more animals can live in peace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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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he 3rd Favorite Winner of Millennials Category

• Name Participant : Faiz Fakhri
• Photo Title : We Are Groot
• Location : Lantebung, South Sulawesi
• Description : As long as we live, we will bring you happiness.

o. The 4th Favorite Winner of Millennials Category
• Name Participant : Mas Untung
• Photo Title : Aesthetic Appreciation
• Location : Bali Barat National Park, Bali
• Description : Forests are critical habitats for
biodiversity and they are also essential for the
provision of a wide range of ecosystem services
that are important to human well-being. It has
become clear that biodiversity is the cornerstone
of our existence on Earth. Securing forest
ecosystems as parks and other protected areas
can help to preserve their valuable plants and
animals for future genera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conserve biodiversity for the sake of
our curiosity and aesthetic appreciation.

p. The 5th Favorite Winner of Millennials Category

• Name Participant : Saddam Husein
• Photo Title : Plastic Waste Emergency for Wild Animals
• Location : Karo, North Sumatera
• Description : A Long-Tailed Monkey (Macaca fascicularis) drinks from a plastic cup trash. The
problem of garbage and the environment as if it will never be solved on this beloved earth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products with plastic packaging.

ii. Video Contest
The creative video contest was conducted on 11 June – 11 July 2021 and was attended by 176 videos
from both individual and group participants that contained documentation that represented the situation
and struggles in protecting forests amidst the pandemic. There are 3 winners who are determined by
judges’ assessments from KIFC and MoEF, as well as a favorite winner who is selected based on voting
on social media. All of the winning videos can be watched on the website and youtube of K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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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1st Winner

• Name Participant/Group : BumDes Megamendung & KTH Sadar Tani Muda
• Video Title : Inspirasi di Balik Manisnya Madu (Inspiration Behind the Sweetness of Honey)
• Link : https://youtu.be/46jNsUobM1E

b. The 2nd Winner

• Name Participant/Group : Rizka Harumanti
• Video Title : National Borders Guard in Pandemic Era
• Link : https://youtu.be/PBi710RjKx8

c. The 3rd Winner

• Name Participant/Group : Sawang Sinawang
• Video Title : Hutanku (My Forest)
• Link : https://youtu.be/OUsoau3Zkiw

d. The Favorite Winner

• Name Participant/Group : Mata Cinema
• Video Title : A Letter to the Forest
• Link : https://youtu.be/0duXr5F-h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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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IN ECOTOURISM
SITE OF KIFC
Author: Denie Roy Rawis (Head of FMU VI North Sulawesi)

Based on the Letter of the Director of the Korea-Indonesia Cooperation Center (KIFC) to Provincial
Forestry Service of North Sulawesi (Dishutda Sulut) No. KIFC/2021/217 on 8 November 2021, Regarding
the Application for Participants Visitation in Sustainable Ecotourism Management, participants from
North Sulawesi consist of:
1. Head of UPTD KPH Unit VI Manado - North Minahasa - Bitung at the Forestry Service of North
Sulawesi Province, Ir. Denie Roy Rawis, M.Sc.;
2. Head of Palaes Village (Hukum Tua), West Likupang District, North Minahasa Regency, North
Sulawesi Province, Jeini Greisye Morong, S.Pd, MAP.;
3. Head of the Tirta Tourism Rescue Agency (BALAWISTA) of North Sulawesi Province, Melky
Reinhard Samadi;
4. Head of the Tourism Village Association (ASIDEWI) of North Minahasa Regency, Martha
Rondonuwu, ST.
participated in a visitation on Ecotourism Management developed at Sentul Eco Edu Tourism Forest
(SEETF) in Bogor and Gunung Tunak Nature Tourism Park (TWA) in Lombok which was facilitated
by the KIFC. This visit also participated by the team from KIFC and Indonesian Ministry of Environment
기고자 소개

and Forestry (MoEF) consists of: Mr. Uus Danu Kusumah, Mr. Pandu Andhika Prakasa, Ms. Arifah
Hidayati, Ms. Susi Susanti, Mr. Fajar Tri, Mr. Bero, Ms. Syifa Paxia, and Mr. Nur Syamsi Muhammad.

Pandu Andhika Prakasa (판두 안디카 프라카사), 1998년 4월 20
일 람풍주 출생, 2020년 보고르농대(IPB) 임학과 졸업, 2020년

The Activities

WWF-Kalimantan, Forest, and Freshwater(KFF) 프로젝트 지
원과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인턴 근무후 2020년 12월부터 센
터 프로그램 오피서로 재직 중

On the first day (15 November), the North Sulawesi team arrived in Jakarta and was picked up by
KIFC representative and directly visi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We were warmly
welcomed in the KIFC office and immediately held an entry meeting led by the Co-Directors of K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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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Lee Sung Gil and Mr. Uus Danu Kusumah, followed by discussion about our plan to develop

After that, North Sulawesi team with KIFC representatives directly headed to Sentul Eco Edu Tourism

community-based ecotourism in Palaes. Currently, the Desa Palaes is active in holding seminars and

Forest (SEETF) in West Java which is the ecotourism site developed by KIFC. Many things have

training in order to prepare human resources to be ready to develop ecotourism. This is a follow up to

inspired us to develop forest areas into places that attract tourism, research and education and generate

the selection of Desa Palaes as one of the Tourism Villages by the 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foreign exchange for the country. The Desa Palaes has learned a lot regarding the importance of

Economy (Kemenparekraf). In addition, we also have an informal discussion during lunch with the Dr.

appropriate destinations and tour packages (such as special interest tours) to attract the visitors. One of

Mahfudz, head of Data and Information Center (Kapus datin) MoEF.

the special interest tour packages that may be implemented in Desa Palaes are snorkeling, diving, and
mangrove tour. After we finished visiting Sentul, we directly headed to Jakarta to have a dinner at
Korean restaurant with Mr. Lee Sung gil.

Meeting and Souvenir Exchange between KIFC and Manado Team

Visitation to Sentul Eco Edu Tourism Forest (SE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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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next day, we departed to Lombok – West Nusa Tenggara and directly visited to TWA Gu-

During our arrival at TWA Gunung Tunak, we were warmly welcomed by Mr. Rata (Manager of

nung Tunak in Central Lombok Regency. On the way to Tunak, we also stopped to visit the cultural-

Tunak) and continued by dinner and informal discussion. The discussion with Tunak revealed that the

based tourism village, namely Desa Sade still maintains their ancestral culture and local wisdom. We

special thing in forest management in TWA Gunung Tunak is community empowerment. At first,

learned how the Desa Sade governance system was maintained as it was for decades. In addition, we

TWA became a center for community encroachment both for timber harvesting and for gardening with

also learned about the traditions of the Sasak people, especially in Sade Village, Lombok. Sade Village

an extraordinary forestry crime rate. TWA Gunung Tunak itself was a successful project developed by

itself is one of 41 other villages in the Rembitan area that have succeeded in developing cultural-based

KIFC and currently become as a national model for community-based ecotourism in Indonesia.
TWA Gunung Tunak through community group called Tunak Besopoq engages the community to be

tourism villages.

directly involved in managing TWA Gunung Tunak without destroying the forest. The community's
response was positive because they felt they were part of the management of the Gunung Tunak area
and were directly involved in managing the forest area according to the interests and talents of the community. Those who like to hunt, they are directed to keep the target animals in captivity. Every visitor,
both tourists, and researchers who come is glad and provides direct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who
become animal tour guides so that the community earns income. Besides guides,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cooking are provided with space to serve traditional special menus, both snacks and heavy
meals to be sold to visitors at friendly rates so that visitors do not have to bring food to enter the area.
People who have the skills to make handicrafts are also given space to demonstrate their work and sell
their unique works at very affordable prices because they are small and easy to carry. Likewise, the guest
houses and restaurant at TWA Tunak also managed by the local community have skills in hotel servants.

Meeting and Discussion with Community Group of Tunak Besopoq

Visitation to Tourism Village (Desa S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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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7 November, we were attended the field trip activity of 13th South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SeaBRnet) at TWA Gunung Tunak together with the other representative from management
of Indonesia’s biosphere reserve. This activity was welcomed by the Head of the BKSDA NTB (Mr.
Joko Iswanto) and the Head of the Tourism Sevice of Central Lombok Regency (Mr. Jayadi). There are
several activities carried out during the event, including : local attractions, feeding dear, releasing phytons, releasing hatchlings, and other ceremonial activities. On this occasion, Mr. Danu (Co-Director of
KIFC) also directly gifted the photobook of the 10 years of KIFC's establishment to the stakeholders.
Visitation to Autore

Message and Impression
The visitation on ecotourism development which was developed by Sentul Eco Edu Tourism Forest
(SEETF) Bogor and the Nature Tourism Park (TWA) of Gunung Tunak in Lombok really conveys the
impression that forest area management is a policy that needs to be developed due to the results can
Field Trip of the 13th SeaBRnet at TWA Gunung Tunak

preserve forest resources while simultaneously empowering the community. Our message is that forest
resource management can be further developed in order to promote community welfare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especially forest areas.

Hope for the Future
We hope that in the future, forest area management will continue to be prioritized, especially in
potential areas for environmental services, such as the Protected Mangrove Forest in Desa Palaes (Palaes
Village), West Likupang District, North Minahasa Regency, North Sulawesi Province.
Hatclings release during Field Trip Activity of th 13th SeaBRnet

Closing

On the last day of visit before we were back to North Sulawesi, we also visit one of the sea pearl

Thank you to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Indonesi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factories in Lombok named Autore. Sea pearls are one of the luxury gifts/souvenirs that are used and

(MoEF), and Korea-Indonesia Forest Cooperation Center (KIFC) were had facilitated this activity for

cultivated from the seacoast of Lombok. There are 2 types of pearls that are cultivated, namely fresh-

ecotourism activist in North Sulawesi especially from Desa Palaes and representative from Dishutda

water pearls and seawater pearls. Seawater Pearl management is also possible to be adopted in North

Sulut. We also would like to give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Co-Directors of KIFC as well as all boards

Sulawesi due to the similar characteristics of the ecosystem surrounded by the coastal and ocean. Besides

and employees, Head of the Data and Information Center of MoEF (Kepala Pusdatin), Head of the

visitation to Autore, we also try hopping in Gili Islands which is famous with its underwater beauty.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of MoEF (Kepala Biro KLN), and all parties involved wh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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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full support and effort in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in forest areas. We hope this
activity will be useful for environmental and forestry management in the present and near future.

Manado Team

기고자 소개
Ir. Denie Roy Rawis, Msi (데니 로이 라위스), 1965년 북부술라
웨시주 미나하사군 출생으로 현재 북부술라웨시 Unit VI FMU
소장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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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알기
1. 나무로 태어나 배로 일생을 마치다
- 술라웨시 전통 목선 삐니시(Pinisi)
2. 이슬람의 이해 (기고문)
3. 한-인니 산림협력센터(KIFC) 인턴 수기
4.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및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대상 수상작
- (수필) 맹그로브 나무의 삶
- (동시) 향긋한 소나무 아파트, 보고르 센툴 생태교육숲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

Chapter Ⅳ

인도네시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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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태어나 배로 일생을 마치다
- 술라웨시 전통 목선 삐니시(Pinisi)
사공경 /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그림 4-1. 사공경, 순다끌라빠항구에서 2015.2

(출처: facebook.com)

순다끌라빠 항에서 만난 목선 삐니시
자카르타를 가로질러 흐르는 찔리웅(Ciliwung) 강 하구에 순다끌라빠(Sunda Kelapa)항구가 자리잡고 있
다. 이는 서부 자바 순다힌두왕국의 중요한 항구로 12세기 이후 가장 번성한 항구였으며, 네덜란드 동인
도회사 시대에는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였다.
오늘도 순다끌라빠항구에는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으로 펼쳐진 큰 돛의 목선이 그림처럼 정박해 있다.
부둣가에 묶여 있는 목선들은 범선으로, 강한 햇빛에 물들어 원시적 생명력이 느껴진다.
그림 4-2. 사공경, 순다끌라빠항구에서 배의 균열을 톱밥으로 메우고 있다.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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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선들은 남부 술라웨시의 부기스(Suku Bugis)족과 마카사르(Makassar)족의 전통 목선인 삐니시

인도네시아의 범선 중에 대표적인 배가 삐니시이다. 2018년 1월 16일 아침, 해양박물관에서 화재가 발

(Pinisi)이다. 이들 종족들은 1500년대부터 삐니시로 마다가스카르와 희망봉,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을 탐험

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삐니시 배 모형이 가장 걱정이 되어 달려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인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고르 빠자자란 왕국(923~15792년)은 16세기에 후추, 쌀, 농산물과 금, 가축을 삐니

네시아는 품질 좋은 나무가 많아서 튼튼한 배를 만들 수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 특유의 건조 기술로 삐니

시 배에 싣고 순다끌라빠항구를 통해 수출했다. 17, 18세기까지 유럽과의 무역이나, 18세기 중반에는 미국

시 범선이 탄생하였고,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온 비결이다. 삐니시를 보면 인도네시아 해양 활동

과 교역을 할 때도 이 범선을 사용했다고 한다.

의 역사가 보인다.

쇠(주물)로 만드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배가 19세기부터 제작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삐니시는 누가 만들기 시작했을까?

이 목선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62%가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활동이
나 어업, 교통수단으로의 유용한 선박이 없었다면 군도 간의 왕래가 없었을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누산타
라(Nusantara)라고 불리는 군도 국가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삐니시는 14세기 남부 술라웨시의 루우(Luwu) 왕국의 왕자인 사웨리가딩(Sawerigading)이 최초로 만들
었다고 한다. 그는 신의 나무(pohon dewata)로 불리는 welengreng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중국의 공주 쿠다
이(We Cudai)에게 청혼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한다. 고향에 대한 솟구치는 그리움으로

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바다가 그리울 때는 순다끌라빠에 갔고, 삐니시에 몸을 싣지 못하는 대신 순다

돌아오게 되는데, 귀국할 때 배는 폭풍에 휩싸였다. 배는 산산이 부서져 불루꿈바 (Bulukumba) 지역의 해

끌라빠항구 가까이에 있는 해양박물관에 자주 들렸다. 해양박물관은 바다 그리움을 가득 마셨던 나의 꿈

안 세 곳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선체가 아라(Ara) 마을로, 선박의 내용물이 따나레모(Tanah Lemo) 마을로,

의 공간이었다.

돛은 비라(Bira) 마을로 밀려갔다. 이에 아라 마을 사람들이 선체를 만든 후에 따나레모 마을 사람들은 배
를 재조립하고, 마지막으로 비라 마을 사람들은 7개의 돛을 올려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완성된 배를 삐

그곳에는 다양한 목선이나 범선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바다로 강으로 떠났다. 다약

니시라고 불렀다.

족이 되어 카누를 타고 마하깜 강을 누비기도 하고, 동인도회사 선원이 되어 암스테르담으로 떠나기도 했다.
이후에도 세 지역의 사람들은 구전으로 삐니시의 건조와 운항 관련 기술을 대대로 이어갔다. 지금도 삐
니시는 이 지역에서 건조된다. 아라 사람이 건조 기술에, 비라 사람이 점성술에 숙달하고, 레모 사람이 사
업가로서 자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세 마을 사람들은 친밀한 형제애를 가지고 있다. 삐니시의 건조에
도 고똥로용(Gotong Royong: 상부상조)의 정신이 발휘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좋은 나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리라.
삐니시의 역사는 ‘라 갈리고(La Galigo)’란 남부 술라웨시 부기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삐니시는 어떤 나무로 만들까?
삐니시 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나무는 열대우림의 대표적인 나무인 므란띠, 티크(자띠), 울린이다. 내
구성과 강도 면에서 울린, 티크, 므란띠 순위다.
먼저 므란띠(Meranti, 나왕)는 칼리만탄섬, 수마트라섬과 같은 열대 우림의 해안 근처나 언덕, 저지대에
그림 4-3. 사공경,  해양박물관에 전시된 삐니시 배 모형 2009.4

서 주로 재배되며 산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대체로 빨간색이며 색상이 어두울수록 품질이 좋다. 견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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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구성이 좋고 가공하기 쉬워서 목재로서 가치가 있어서, 가구나 건축에 많이 사용하며, 배의 재목으
로도 아주 좋다.

삐니시 범선 조선에 가장 중요한 나무는 울린(Ulin)이다. 울린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가장 무겁
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철나무(Ironwood)라고도 한다. 강도성 때문에 모든 시간을 초월한 나무, 프
리마돈나 나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높이가 30~50m에 달하며 직경이 보통 120cm로 아주 큰 나무

보고르 식물원에는 아득하게 하늘을 향해 치닫는 두 그루의 큰 커플나무를 볼 수 있다. 그 중 왼쪽에 있

유형이다.

는 나무가 1870년에 심은 므란띠라고 한다. 이 커플나무 앞의 벤치에 앉으면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 나
는 보고르 식물원에 갈 때마다 므란띠에게로 갔다. 괜히 밑동을 툭툭 치며 ‘너 참 잘 생겼구나.’ 하며 올려
다보면 하늘 가득 바다 내음이 풍기는 듯했다.

모래 토양이 있는 저지대 지역에서 많이 자라서일까. 젖은 열대우림 천연 식물이라고도 불린다. 므란띠
나무처럼 산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삐니시의 갑판 바닥과 방, 벽 등 내부는 대체로 므란띠와 티크목재로 만들며, 배의 골격인 용골을 만드
는 데는 해수에 강한 울린 목재를 사용한다. 요즈음은 울린나무를 찾기 힘들어 티크나무를 많이 사용한
다고 한다.

그림 4-4. 사공경, 보고르식물원 제 4산책로에 있는 커플나무(Pohon Jodoh), 왼쪽이 므란띠 나무

티크(Jati)나무는 50-70m까지 높이 자라며 40년-60년 후 베어 목재로 사용된다. 기후변화에 쉽게 변형되
지 않고 나무 결이 아름답기 때문에 최고급 목재라고 한다. 티크나무는 저지대나 고지대(산), 모두 잘 자
란다.
그림 4-5. 티크목재
                  (출처: kompasiana.com)

그림 4-6. 울린나무 (출처: apahabar.com)

울린나무는 원산지인 칼리만탄이나 수마트라에서 자란다. 갈색에서 황색을 띠다가 짙은 갈색으로 변
하고 마침내 검은색으로 변한다. 조각하면 갈색 빛이 도는 검은색 광택이 난다. 거칠면서도 아름답고 내
구성이 길어서 다양한 건축용으로도 사용한다. 철도 침목, 가구에 사용되며 해수에도 강해서 항구 건물
이나 댐에도 사용된다. 누수가 없고 내화성이 있어서 지붕을 만드는데도 좋은 목재이다. 게다가 울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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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물에서도 쉽게 썩지 않아서 습지에 주택을 건축할 때도 사용된다. 선박이나 건물(주택) 기초재 외에
도 다리, 전신주를 만드는데도 사용된다. 어떤 환경조건에서도 쉽게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목재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울린나무로 만든 건축물은 수백 년 넘게 견딘다.
울린나무는 은은한 고유의 향이 있다. 이 자연의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건축물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 또한 건축자재로써 중요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
들이 찾고 있다. 수요자가 많고 불법 벌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고 한다.
울린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나무이다. 나무의 평균성장은 연간 직경 1-2cm인데 울린은 0.058cm에 불과
하다. 또한 열매의 껍질이 매우 단단하여 발아 과정이 느리다. 그래서 벌목림의 자연 번식이 힘들다고 한
다. 더구나 수령이 2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열매의 생산량도 아주 적으며, 씨앗이 발아하는
데도 약 6-12 개월이나 걸린다. 그래서 이 귀한 나무는 소멸되고 있다. 열매는 먹을 수 없으며, 나무의 껍
질에서 나온 추출물은 항균비누를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림 4-7. 울린나무의 씨앗
                  (출처: foresteract.com)

그림 4-8. 동칼리만탄 쿠타이 국립공원에 서 있는 천년 넘은 울린나무
https://m.tribunnews.com/amp/travel/2015/03/21/pohon-ulin-raksasa-berusia-1000-tahun-masih-berdiri-di-kalimantan?page=3

1992년에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울린나무를 호화롭고 아름다운 나무로 정하며 다양한 용도로 심는 나
무 목록에 넣었으나, 2019년에 환경산림부는 울린나무를 보호식물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고, 울린
목재 이용을 허용했다. 사업가들의 입김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중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21년 6월까지
27,688명이 보호목록에 다시 넣으라고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였다. 현재 환경산림부가 개정 계획에 있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왕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보고르 왕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과 함께 울린나무를 식수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본적이 있다.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고 또 울린나무처
럼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더 단단해 지기를 바란다고 식수사에서 밝혔다.

삐니시는 어떻게 건조되나?
동칼리만탄에 있는 쿠타이 국립공원의 가장 바깥쪽인 저지대에 높이 20m, 직경 2.47m의 거대한 울린

1997(98?)년으로 기억한다. 삐니시 내부를 탐방하러 순다끌라빠항구에 간 적이 있다. 갑판을 거쳐서 배

나무가 우람한 자태로 서 있다. 이 울린나무는 이 국립공원의 아이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직경의 울린

의 아래로 내려갔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 깊어서 놀랐다. 삐니시 범선의 길이는 28-30m이고 배 밑이

나무이다. 더구나 이 나무의 수령은 1,000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얕은 곳은 3m이며 깊은 곳은 7-8m였다. 큰 배는 600~1500ton을 실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큰 배가 사람
의 손으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놀라웠다.
삐니시 조선은 여전히 고대 의식을 치르며 대부분 손으로 제작하는 전통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크기에 따라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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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나무를 베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악령을 몰아내고 닭을 도살한다. 나무를 찾을
때도 기일인 5일이나 7일에 한다고 한다. 숫자 5는 생계나 행운이 다섯 손가락에 있다는 것을, 숫자 7은 행
운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무를 찾으면, 나무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무가 그려 놓은 나뭇결 방향으로 잘라 놓는다.
용골(龍骨)은 주요 지지대이며 선박의 바닥에 있는 목재이다. 건조가 시작되면 흰 수탉 한 마리를 잡아
배의 용골에 흰 수탉 피를 바르는데 이는 만들어질 배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용골은 앞면 용골과 뒷면 용골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를 자를 때 배의 용골은 북동쪽을 향해 놓는다. 용
골 앞부분은 용감한 남성을, 뒷부분은 강인한 여성을 상징한다. 주문을 왼 후 멈추지 않고 한번에 잘라야
하기 때문에 힘 센 사람이 정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자른다. 자른 용골 끝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 자를
때 앞부분은 떼어서 바다로 던진다. 이는 재난방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 바다로 갈 준비를 하
는 남편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른 뒷부분은 집에 보관하는데 이는 출항한 남편을 충실하게 기다리는 아

https://seasia.co/2018/02/15/indonesia-s-pinisi-the-unesco-s-intangible-cultural-heritage

내를 상징한다.
이어 배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설치된 후 갑판 바닥 제작을 진행한다. 다음 과정은 선장이 배를 조종하
용골은 끌로 깎거나 약간 잘라낸다. 용골 조각의 섬유질은 작업 십장과 선주가 씹는다. 이는 십장과 선

는 조타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 방은 주방 겸 거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가 선박 건조 결과의 달콤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선박을 바다로 진수하는 의식을 행한다. 여러 종류의 나뭇잎을 준비하고 물에 적셔서 배의 주위에
선주가 용골 조각을 바닷물에 담근 후에 집으로 가져온다. 이는 배가 가라앉지 않고 선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뿌린다. 배 무게가 100ton 미만이면 염소 한 마리를, 100ton 이상이면 소 한 마리를 잡는다. 염소나 소의 다
리를 자른 후, 동물 다리처럼 배가 잘 진항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앞다리는 배의 상갑판(上甲板)
중앙의 앞쪽에 걸고, 뒷다리는 선미에 건다. 이 의식을 아빠실리(Appasili)라고 한다.

선체는 외부와 내부 선체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자가 판자를 구부리고 판자로 선체를 제작하도록 배열
한다. 한 나무와 다른 나무 사이는 나무 껍질 섬유로 덮고 나무못으로 강하게 만든다.

다음에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자르는 것을 상징하며 중심을 주는 암모씨(Ammossi)란 의식을 행한다.
삐니시 배는 십장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암모씨 의식이 끝난 다음에 밧줄이나 도르래를 사용하여 배를

그 다음에 판을 맞추는 안자레끼(Anjarekki)란 의식을 행한다. 아래 부분의 작은 사이즈 판과 윗부분의 큰
사이즈 판을 서로 꽉 맞춘다. 삐니시는 총 126개의 판이 필요하다. 판이 모두 만들어진 후 선미를 놓는다.

당겨 바다로 진수한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해가 떠오를 때 처음으로 배를 바다에 진수한다. 의식의 주요
지도자인 십장이 용골 왼쪽에 앉아서 기도하며 주문을 외친다. 다음 과정은 외부 선체와 내부 선체 사이
에 돌을 설치하여 선박의 균형을 잡아 유지하고 배가 바다에 뜨면 돛과 돛대를 단다.

판을 잘 붙이기 위해 바룩(Baruk)나무 껍질로 된 헝겊을 판 틈에 끼워 넣은 아빠니시(A’panisi)란 의식을
행하고, 빈틈을 메우는 작업을 하는데, 이 때의 의식을 알레빠(Allepa)라고 한다. 빈틈 메우는 재료는 석회
와 코코넛 오일을 잘 섞고 파파야 껍질을 이용하여 메꾼다.

마침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삐니시 안에서 땅의 신과 바다의 신이 하나되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두 신의 생각과 느낌, 이성과 감성의 만남으로 인해 일어난다 것을 받아들이며 물에서 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종교적 가치를 반영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들의 삶의 철학이 삐니시에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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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니시에는 왜 7개의 돛을 설치할까?

전통적으로 삐니시는 7개의 돛으로 움직이지만, 근대로 오면서 선박의 추진력은 전적으로 돛에 의존
하지 않고 엔진을 사용한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돛은 바람이 목적지를 향해 불 때만 사용된다. 바람이 반

인도네시아 섬들 간을 오가는 삐니시는 7개의 돛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 방향으로 불면 돛은 감겨지고 보트의 엔진이 켜진다. 엔진을 장착하게 되니 삐니시의 돛은 옛 삐니시
의 높이에 비하면 점점 짧아졌다.

솜발라 바까(Sombala Bakka)와 솜발라 리보꼬(Sombala Riboko)라고 불리는 2개의 큰 평행사변형 돛이
주 돛대이다. 주 돛대에는 신앙 고백이 적혀 있고, 삼각형 땀빠세레(Tampasere)라고 불리는 2개의 돛이 주
돛대 위쪽에 걸쳐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항해자들은 수세기 전과 같은 무역로를 사용하고, 별을 보며 항해한다. 삐니시는 사각
삼각형의 돛을 달고 파도가 높고 거친 바다에서도 맞바람을 비껴 받으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꿈과 자유
를 안고 나아간다.

쪼쪼로 빤따라(Cocoro Pantara)와 쪼쪼로 땅아(Cocoro Tangnga), 쪼쪼로 따렝께(Cocoro Tarengke)라고 불리는
3개의 삼각형 돛이 배의 앞쪽에 걸쳐 있다. 이처럼 주요 돛을 지원하기 위해 3개의 지지 돛이 설치된다.
7개의 돛은 이슬람의 성서 꾸란의 첫 번째 장이며 무슬림의 일일기도 때마다 암송되는 Al-Fatihah 기도
문의 개수를 상징한다. 또 다른 의미는 세계 7대양을 항해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선조들의 꿈과 열정이

유네스코 왜 삐니시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나?
삐니시 배는 1986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해양 박람회에서 다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범선
삐니시는 자카르타에서 밴쿠버까지 위험한 항로를 항해해 태평양을 정복했다.

담겨 있다.
삐니시의 조선기술과 항해술은 구전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 발전되어 왔다. 배의 예술적
인 면도 높이 평가받아 2017년 12월 7일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었다.
삐니시 건조 작업자 간의 상호 협력, 배 자체의 예술적인 생김새, 전통 의식을 견지하고 자연 환경을 존
중하는 건조 과정은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를 잘 반영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삐니시 배의 항해 기술은 세계 범선 항해술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https://perikanan38.blogspot.com/2018/06/jenis-jenis-kapal-pinisi.html#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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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dira.co.id/sahabatlokal/article_short/metalink/kapal-pinisi

이슬람의 이해 -이슬람 문화와 비즈니스-

● https://id.wikipedia.org/wiki/Pinisi

이희수 명예교수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http://p2k.itbu.ac.id/ind/1-3064-2950/Kapal-Pinisi_145247_itbu_p2k-itbu.html
● https://www.hops.id/sejarah-kapal-pinisi/
● https://www.youtube.com/watch?v=tfG3heiIeY8&t=288s
● https://indonesiabaik.id/infografis/kapal-pinisi-indonesia-masuk-warisan-budaya-dunia
● https://bogorkab.go.id/post/detail/mengenal-pohon-ulin-si-kayu-besi-indonesia
● https://id.wikipedia.org/wiki/Jati
● https://www.jagonefurniture.com/2017/09/kelebihan-dan-kekurangan-kayu-jati.html

오늘은 오아시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랍 문화를 이해하려면 오아시스 생태계를 먼저 알아
야 합니다. 오아시스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고 계속 샘솟습니다. 순환이 되어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
니다. 만약 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나겠죠?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오아시스라고 물이 다 같지 않습니
다. 염도가 아주 높거나 고여 있는 오아시스 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갈증에 허덕이다가 물이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 https://www.99.co/blog/indonesia/karakteristik-kayu-meranti/
● https://www.dekoruma.com/artikel/70313/manfaat-dan-kelebihan-kayu-meranti
● https://seasia.co/2018/02/15/indonesia-s-pinisi-the-unesco-s-intangible-cultural-heritage

아시다시피 아랍은 매우 덥고 건조한 지방입니다. 특산물로 어떤 것들이 날까요? 약재입니다. 물이 아
주 귀한 곳에서 얼마 되지 않는 수분을 머금고 자기 몸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인간에게 건네졌을
때 그 농도가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효가 뛰어난 겁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약효를 가
지고 있는 게 바로 유향과 몰약입니다. 물론 소금도 중요한 교역물입니다만, 그건 생필품이죠? 대상들이
선호했던 고가의 희귀 사치 교역품은 바로 몰약과 유향이었습니다. 몰약은 영어로 미르myrrh라고 하며,

기고자 소개
사공경(시인, 한인니문화연구원장),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사회과 교사로 재직, 1999년 인니문화탐방반을 시작으로 현재 한인니문화연구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게 바로 몰약입니다.
유향은훈향하는데사용하는재료입니다.연기를피워서향을냅니다.영어로는프랑킨센스Frankincense
라고 하고, 원산지는 오만의 살랄라 지방입니다. 유향은 바닷가에서 약 50km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물 한

원을 운영, 『자카르타 박물관노트』와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을 출간한 바 있으며, 공

방울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50km까지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나무가 하나도 없

저 11권이 있음. 동시에 다수의 출판에 총괄 및 출판권 약정 등에 참여.

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수석집필위원이며, 인도네시아 관련 칼럼을 200회 이상 기

바닷바람 덕분입니다. 해풍이 습기를 머금고 있죠? 공기 중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최장 거리가 50km

고. 2016년에는 K-TV에 다큐멘터리 <구루 사공의 길> 주인공으로 출연 했으며, 6회의

입니다. 계절풍이 불면 유향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바닷바람에 섞여 있는 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

바틱 전시와 30여 차례 바틱 강연을 한 바틱 전문가

겠죠? 계절풍이 바뀌면 다시 뙤약볕 밑에서 견뎌 내야 할 테니까 정말 필사적으로 빨아들입니다. 뿌리가

최근 2021년 11월에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인도네시아 인문학 축제 <
누산따라에서 상상의 공동체로>를 공동 기획. 이제 그는 모국에서 ‘현지독립연구가’로
통한다. 적도에서 인도네시아 관련 ‘문화 예술의 길’을 홀로 개척하다시피 했으며 《한
인니문화연구원》을 ‘한국ㅡ인도네시아 문화의 허브센터’로 성장시킨 주역에게는 그
리 무겁지 않은 수식어이다.

굉장히 깊습니다. 땅속의 물도 빨아들여야 하니까 그렇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유향이 만들어집니다.
유향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이 나무에 칼로 생채기를 내면 하얀 우유 같은 수액 방울이 맺힙니다. 그걸
응고시킨 게 유향입니다. 불꽃이 사그라든 숯불에 던지면 유향이 녹으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때 송
진 냄새가 납니다. 그 향기가 기가 막힌 거죠. 최고의 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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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에서 채취된 유향이 로마까지 가면 가격이 2천 배로 뜁니다. 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니
까 대상들이 목숨 걸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보통 교역의 성공률이 30% 정도로 열 번가서 일곱 번 뺏기더
라도 세 번만 성공하면 손실을 벌충하고도 남았으니까 대상이 성립되는 겁니다. 한 번만 성공해도 괜찮
습니다. 이 정도면 로또 확률보다 높으니까요.

는 지형지물로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과 달에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
니다. 정말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오아시스에서 4~5km만 벗어나도 못 찾습니다.
오아시스 생태계는 물과 낙타 그리고 대추야자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에는 대개
대추야자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오아시스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식물성 식
량입니다. 대추야자 말고는 자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교역으로 얻어야 합니다. 동물성 식량은 우유나

유향이 물론 필수품은 아닙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사치재였습니다. 자기 부와 신분을 과시하는

가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재화였습니다. 하지만 교환가치만 있는 금과 다이아몬드와 달리 유향은 실제 사용가치도 있었

대추야자 열매는 칼로리가 높고, 당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자연당이라 그렇게 물을 켜지는 않

습니다. 먼저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했습니다. 대신전에서 최고의 격식을 갖출 때 유향을 분향했습니

습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교역할 때 비상식량으로 사용합니다. 한 끼에 두 알씩 먹습니다. 지금도 아프거

다. 그래서 이 유향이 신라에도 수입됩니다. 《삼국사기》에 유향이 나옵니다. 신라가 불교 국가였죠? 호국

나 향수에 젖으면 대추야자를 먹습니다. 한 달간의 라마단이 끝나고 처음 입에 넣는 음식도 바로 이 대추

불교였습니다. 왕사, 즉 임금님의 호국 사찰에서 초파일이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등의 중요한

야자 열매입니다. 그만큼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할 때 왕이 직접 유향을 분향해서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 아시겠
죠?

우리와는 달리 사막은 아랍 사람들에게 의외로 단순한 생태 구도로 다가옵니다. 물이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우리에게 사막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고적하고 황량하고 끝

오아시스의 생태계

없이 펼쳐지는 복합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합니다. 사막은 물이 없고, 사람이
그림 4-9.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대추야자 나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반면 오아시스는 물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생존의 개
념이죠. 물과 낙타, 대추야자로 구성된 오아시스 생태계를 이해해야 비로소 아랍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
니다. 이는 아랍 사람들의 기질과 사고방식, 행동 양태를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낙타의 방정식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위치를 찾아낼까요? 모래 언덕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멀리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를 때 조금만 방향이 어긋나도 오아
시스를 놓치겠죠?
하루에 모래바람이 두어 번 부는데, 한 번 불 때마다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번 바람이 불면 3~5m
되는 모래 언덕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합니다. 없던 언덕이 생기고 있던 언덕은 사라집니다. 사막에 서

그림 4-10. 아랍 문화권에서 의식주에 있어
                     동반자 역할을 하는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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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낙타를 이해해 봅시다. 문화권마다 사육하는 동물이 다 다르죠? 우리는 돼지나 소를 키우고, 티베

다 마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치즈를 만들면 너무 아깝습니다. 치즈는 한참 뒤에 만

트에서는 야크를 키우고,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는 라마를 키우고, 중앙아시아 초원에서는 말을 키웁니다.

드는 것이고요, 이것을 발효시킵니다. 발효시키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마실 수 있는 액체 상태가 아

이처럼 문화권마다 선호하는 동물이 다릅니다.

니라 순두부같이 응고된 상태를 요구르트라고 부릅니다. 겔gel 상태라고도 하죠? 아랍이나 이란에

그렇다면 사막과 오아시스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동물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서는 요구르트를 마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구르트는 떠먹는다는 개념입니다.

만, 첫째는 바로 ‘의식주의 효율성’입니다. 의식주 동반자 기능이죠. 그 동물이 얼마나 의식주에 도움이 되

요구르트를 한 번 더 발효시키면 묽어집니다. 이걸 졸sol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시

는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니까 이동과 수송의 기능이 중요했겠죠? 세 번째는

는 요구르트입니다. 이때는 이름이 바뀌어서 ‘라반’이라고 합니다. 요구르트와 라반은 음식 종류가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동네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야쿠르트 아주머니의 영향을 받아 마시는 게 요구르트처럼 됐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라반까지 만들면 보름에서 20일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안

먼저 낙타의 의식주 동반자 기능부터 살펴봅시다. 낙타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줍니다. 고기질도 최

넣어도 잘 보관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고로 쳐줍니다. 낙타 두 살짜리 한 마리를 잡으면 가죽을 벗겨 내고 내장을 들어내도 약 250kg의 고기가

남는 것을 모아서 이제는 무두질을 합니다. 원심분리기처럼 휘젓습니다.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무

나옵니다. 한 가족이 매일 2kg의 고기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낙타 한 마리로 서너 달은 충분히 먹는다는

거운 것은 가라앉고 지방은 분리돼 위로 뜹니다. 그 지방을 모아서 버터를 만들고요, 가라앉은 단백

계산이 나옵니다. 매일 2kg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 근 반입니다. 매일 세 근 반 먹기 쉽지 않습니다. 상

질 덩어리를 끄집어 내 치즈를 만듭니다. 이때 만드는 치즈의 종류가 360가지가 넘습니다. 두부처럼

당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서너 달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양한 보존과 가공 방법이 있어야겠

푸석푸석 부서져 1주일 안에 먹어야 하는 것부터 엿가락처럼 만들어 한두 달은 먹을 수 있는 것, 가

죠? 고기 가공법들이 발달합니다. 뜨거운 불에 굽거나 훈제를 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바르거나,

루로 만든 것, 돌덩이처럼 만들어 몇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까지 식량 보존 계획에 따라서 다양

50여 가지가 넘는 육류 가공법이 발달합니다. 유목 문화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이

한 치즈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서 또 당을 추출합니다. 유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당분이 없으면 안

기 때문입니다. 1주일 뒤에 먹을 것부터 몇 달 뒤에도 먹을 수 있는 완전 건조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

되잖아요, 말리면 전지분이 됩니다.

기 식품을 만들어 냅니다. 또 낙타는 인간에게 풍성한 젖을 줍니다. 암낙타 한 마리에서 하루 4L에서 6L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술을 만듭니다. 젖은 발효가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낙유주

정도의 젖을 짤 수 있습니다. 물 대신에 그냥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못 먹습니다. 유목민들은 아무리

입니다. 몽골에 가 보신 분들은 마유주 드셔 보셨죠? 말 젖으로 만든 술입니다. 사막에선 낙유주를

가난해도 집안에 암낙타를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0마리 이상 되면 부족장급이고요,

먹습니다. 물론 이슬람을 수용한 이후에는 술을 만들지 않습니다만, 전통은 남아 있습니다. 도수가

100마리 이상 되면 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한 낙타 마리 수가 재산의 척도입니다. 이 정도 되

5~6도쯤 되니까 막걸리보다 낮습니다.

니 젖을 짜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이처럼 고기와 젖만 해도 사람이 먹고살아 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은 있을
그림 4-11. 터키식 요구르트

수 있겠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털과 가죽이 또 굉장히 유용합니다. 낙타
털은 카펫을 짜서 쓰고, 가죽은 워낙 넓기 때문에 신발이나 텐트를 만드는 등 온갖 것을 만들어 씁
니다.
낙타 똥은 연료로 씁니다. 사막 오아시스에서 유일한 연료입니다. 오아시스에는 땔감이 없습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잎이 떨어지면 낙타와 염소가 먼저 먹어 치웁니다. 나무를 잘라
서 쓸 수도 없죠? 열매가 유일한 식물성 식량인데 나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석유가 있
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막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낙타 똥이 연료로 꽤 괜찮습니다. 불도 잘
붙습니다. 라이터를 갖다 대면 바로 붙습니다. 낙타는 조개탄처럼 덩어리로 똥을 누르는데요, 세 덩
어리 정도면 1인용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여섯 덩어리면 가족이 밥을 해 먹을 수 있고요.
낙타 오줌은 어디에 쓸 까요? 오아시스에서는 모든 게 소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머리감
는 샴푸로 씁니다.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 더운 데서 물도 제대
로 못 먹는 낙타의 오줌 농도가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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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물은 사람이 마시는 것 외에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한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사회적인 신분을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머리를 자주 감는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

이곳에서는 자연에 대한 도전입니다. 물의 양에 따라 공동체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기 대뿐만 아

는 오줌의 양이 많다는 것이고, 오줌의 양이 많다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낙타가 많다는 것이죠. 정

니라 자손 대대로 살아가야 할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귀한 물을 먹는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쓰

확한 부의 척도입니다.

지 않습니다.

낙타 오줌 샴푸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싶겠지만, 실제로 감고 나면 머리가 훨씬 가볍답니다. 우

사람은 하루에 약 4L 정도 마시지만, 낙타는 사람보다 수십 배는 더 마십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하

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죠. 1년 내내 목욕하지 않았을 때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대충은

루에 60gal 정도 마시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227L 정도 됩니다. 56배 정도 되네요. 더구나 사람보다

아시죠? 그런 악취에 젖어 있다가 한번 머리 감고 나면 샤넬 No.5 향수 냄새 저리 가라 할 정도가 됩

더 많은 숫자의 동물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물은 동물이 마셔야 됩니다. 또 약간은 흘려보내야

니다. 냄새도 상대적입니다. 기존에 어떤 냄새를 맡고 있다가 이 냄새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대추야자가 수분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같이 기막힌 생태 조화 속에서 오아시스가 존재하
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낙타로 머리 감는 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소가 쟁
기 끄는 농촌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젠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

물론 목욕을 하긴 합니다. 1년에 두어 번 정도 사막에도 비가 옵니다. 그때 밀린 빨래와 목욕을 몰

니다. 그런데 외국 교과서에는 한국 농촌 풍경으로 초가집과 소 쟁기 끄는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서 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씻을까요? 하루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바람이 붑니다. 캄신이라고 하

외국 학자들이 한국 오면 저에게 전통 한국 모습을 보여 달랍니다. 고민하다가 겨우 민속촌 정도 데

는 사막 바람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셉니다. 이때 무거운 모래는 밑에 깔리고 얇은 모래가 담이나 벽

리고 가면 거기 말고 실제 사람들이 사는 데를 보여 달랍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아랍도 마찬가집

에 쌓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위에 앉아 있는 먼지 모래를 얇은 종이로 걷어내서 몸에 비벼 때를 벗

니다.

겨 냅니다. 아무 모래나 가져다가 몸에 비볐다간 큰일 납니다. 모래에 유리 성분인 규사가 많기 때문

그림 4-12. 낙타 뼈를 이용해 만든 목걸이

에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모래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대머리라 감을 게 없습니다만,
여자는 길잖아요. 이때 낙타 오줌을 샴푸처럼 씁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헹구는 것은 물로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사막 베두인촌에서 몇 달 동안 필드워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낙타가 모래바닥에 오줌 누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낙타 주인들은 낙타 수십 마리의 생태
주기를 컴퓨터칩 이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꼬나물고 있던 낙타 주인이 저 멀리 있는 손자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저기 아무개 낙타(낙타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오줌 눌 때 됐다.”
손자 녀석이 오줌통을 들고 낙타에게 가서 딱 받쳐 놓습니다. 보통은 3분, 길어도 5분 안에 낙타가
오줌을 눕니다. 낙타들도 조건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을 갖다 대야만 오줌을 눌 수 있게 교육이
돼 있겠죠? 오아시스라는 생태계가 있으니 동물 학대로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주인이 낙타
생태 주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가족 같은 개념입니다. 어디가 아프고 어
디가 피곤한지 다 압니다.

낙타 피는 먹지 않습니다. 대신 뼈는 기록하는 매체로 사용합니다. 사막에서 유일한 캔버스입니
다. 자기네 신화를 기록하고 부족장의 어록을 기록하는 매체입니다. 이집트 카이로나 터키 이스탄

낙타의 오줌양은 많지 않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농축되는 거죠. 몇 번을 모아야 한 통이 찹니다. 그

불, 이란 이스파한과 테헤란에 가면 낙타 뼈 판에 세밀화를 그려서 파는 가게가 많습니다. 지금도 대

걸 모아서 1주일이나 3일에 한 번 머리 감는 날을 정해서 할머니부터 감고, 며느리, 첫째 딸, 둘째 딸,

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요즘은 낙타 뼈에 직접 하기 어려워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 압착해서 그리

막내 딸 이렇게 감습니다. 낙타 오줌이 지방질 세척에 효과가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

기 좋은 캔버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을 직접 바라보면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경외감이 훨씬 강하게 듭니다. 자연이 준 조
건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낙타의 두 번째 기능은 이동과 수송입니다. 자기 몸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500kg의 짐을 싣고 물

이런 사회에서는 질문 하나만 던지면 여자의 사회적인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0km를 이동 할 수 있는 놀라운 수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동

“당신은 얼마나 자주 머리를 감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1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202

Chapter Ⅳ - 인도네시아 알기  203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하는 생태 공간에서 낙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기수가 올라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요

낙타는 위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물주머니고 2개는 되새김질하는 위입니다. 낙타가 먹는 풀은

즘은 로봇이 올라갑니다.

나무껍질처럼 매우 거칩니다. 그걸 위에다 넣고 열흘 넘게 녹여 가면서 조금씩 되새김질합니다. 또

이런 낙타를 타고 정복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 단봉위에 있는 높은 안장에 앉아 칼을

낙타의 혹은 지방입니다. 장시간 이동할 때 영양을 보충하는 창고입니다. 낙타는 귀와 코가 굉장히

들고 뽀얀 먼지를 피우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전쟁터가 비잔틴 제국이었잖아요. 로마의 후

발달해 있습니다. 물 냄새를 낙타가 맡습니다. 낙타가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거죠.

손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차고, 방패 들고 싸웁니다. 제대로 뛰지도 못합니
다. 칼을 뻗어 봐야 낙타 위에 있는 아랍 전사들에게 닿지도 않습니다. 한 번 찔러 보려고 하면 그새 지

낙타의 세 번째 기능은 전쟁 수행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함마드가 정복 전쟁할 때 낙타
를 타고 했습니다. 여기선 말도 못 탑니다. 다 낙타 전쟁입니다. 이슬람이 100년 만에 세 대륙을 석권
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걸어갔겠습니까?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달립니다. 말보다
도 빠릅니다. 물론 스타트는 느립니다. 하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말도 근처에 못 갈 정도입니다.
두바이에 경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경마장인 줄 아는데 사실 낙타 경주장입니다. 우

나가 버립니다. 전쟁다운 전쟁을 못했습니다. 낙타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깃발 꽂은 곳이 이슬람 영
토가 된 겁니다. 그 덕분에 100년 만에 파리 교외까지 간 거죠.
사막의 보조 동물이 양입니다. 낙타의 유용성을 열거했는데요, 거기에다 양을 대입해 보십시오. 양
도 고기와 젖을 주고, 털과 가죽, 오줌과 똥을 다 줍니다. 짐을 옮기는 수송 기능은 없습니다만, 대규모
로 이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냥개 한 마리로도 가능하잖아요.

리나라 과천에 경마장이 있죠? 거기랑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입장할 때 망

돼지가 금기가 된 이유

원경을 다 나눠 줍니다.

그림 4-14.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돼지

제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20달러짜리를 사서 베팅을 해 봤습니다. 제 낙타가 34번이었습니다. 출발
을 하면 똑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낙타 경주는 앞뒤로 세 줄로 나눠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바짝 붙
이지도 않고 한 5m를 띄워서 출발시키는데, 제 낙타가 세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뒷줄에서 출발했다
고 그만큼 시간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건 사람 입장에선 답답하죠. 하지만 저처럼 세 번
째 줄 낙타에 베팅한 사람들은 흥분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했죠.
그림 4-13. 전쟁에서 탁월한
                     보조 역할을 했던 낙타

이제는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를 대입시켜 볼까요? 돼지는 양질의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돼지
고기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썩어 버리고 건조되지 않습니다. 가공이 안 되는 겁니다. 돼지는 지방질
도 많고 자체 병원균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돼지고기 말린 것은 없었습니다.
낙타나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몇 개월간 가족과 부족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돼지고
기는 오늘 잡아서 내일 먹어도 잘못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갓집이나 잔칫집 가서 식중독 걸
렸다 하면 대부분 돼지고기잖아요. 요즘 같은 위생 사회에서도 그런데, 사막같이 더운 곳에서는 오죽했
겠습니까? 잡은 자리에서 바로 먹지 않으면 부족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고기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30초만 참으면 그 조바심이 해결됩니다. 반 트랙 정도까지는 천천히 갑니다. 반쯤 지나면 가속도가

돼지는 또 인간에게 단 한 방울도 잉여 젖을 주지 못합니다. 양, 낙타, 소는 배가 하나입니다. 새끼를 한

붙으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출발할 때 차이 났던 5m, 10m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마리씩 낳으니 젖이 남아돌고 그래서 빼앗아 먹는 거죠. 그러나 돼지나 개 같은 잡식성 동물은 입이 많습

런데 단봉낙타잖아요. 거기에다 안장을 얹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낙

니다. 자기 새끼들한테 줄 젖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줄 게 없는 겁니다. 낙타가 주는 어마어마한

타 기수 사망자가 150~200명 정도 된 적이 있습니다. 워낙 빠르고, 또 안장이 굉장히 높아서 떨어지면

유제품을 돼지에게선 하나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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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털이 있나요? 가죽도 못 씁니다. 똥도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똥은 오

그 결과 느린 삶을 추구합니다. 현세와 내세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등바등 애쓰며 살 필요가 없습니

직 초식동물의 똥입니다. 육식이나 잡식동물은 똥이 썩어 버리지 타지 않습니다. 의식주 동반자 기능도

다. 긴 삶이 있기 때문에 느리게 천천히 가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생활철학이 ‘내일 해도 되는 일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철저히 내일로 미루자’입니다.

이동과 수송 기능을 볼까요? 돼지를 한 마리 끌고 가려면 사람 둘로도 모자랍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문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할 수

천 마리의 양을 몰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돼지는 두세 사람이 안고 가야 합니다. 물론 전쟁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라는 우리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길 해도 먹히

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왜 아랍 사람들이 돼지를 그렇게 혐오 식품으로 금기시하는지

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이 부분을 가장 곤혹스러워 합

이해가 가시죠? 심지어 꾸란에까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니다.

중동-아랍 문화의 특성 : 느린 시간

중동-아랍 문화의 특성 : 말하는 문화
그림 4-15. 시에스타를 즐기는 여인

아랍은 구전 문화가 그 어느 문화권보다 강한 곳입니다. 말에 살고 말에 죽습니다.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종이도 없고 대추야자 잎에도 못 합니다. 낙타 뼈에다 기록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기록할 수 있겠
습니까? 게다가 99%가 문맹입니다. 유목하며 이동하는 삶의 구조 때문입니다. 주로 그림을 모래 바닥에
그리는데, 바람이 한 번 불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록의 문화가
아니라 기억의 문화입니다. 모든 역사가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저장돼 있습니다. 꾸란 전장을 외우는 이
슬람교도가 지금도 3천 명이 넘습니다. 기억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방랑시인이 발달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다들 달변가입니다. 칼부림을 해서 결투
를 하든지 아니면 말로 굴복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오아시스 생태를 이해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랍 문화로 연결될 겁니다. 우선 시간 개념부터 보겠습니

이 이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에는 정말 귀재들입니다. 아랍에 가서 이들을 얕

다. 일몰이 하루의 시작이란 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주로 밤에 이동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움직이

잡아 보다가 큰코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과 장사하기 쉽다는 사람을 만나 보지도,

긴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출이 하루의 끝이 됩니다. 우리와는 우주관, 시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방랑시인은 일종의 정보 전달자입니다.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을 정보

밤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파티와 축제가 밤에 이뤄집니다. 반면 낮에는 낮잠(시

를 저 마을에 전해 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스타)과 휴식을 즐깁니다. 유럽 남부에 남아 있는 시에스타가 아랍 문화의 영향이란 건 지난 시간에 말
씀드렸습니다. 밤에 주로 활동하고 이동하니까 천문학이 발달하고 점성술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의 국기에 별과 달이 그려져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아랍 지역의 대통령과 장관들은 원고를 보고 연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말이 많고 자기 생
각을 펼치는 데 선수입니다. 기념식이나 개관식 같은 데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고를 보고 읽으면 사람
들이 우습게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변

현세와 내세에 대한 시간관도 기독교와 약간 다릅니다. 시간은 알라가 주신 한정된 기간이라고 믿습니

가이면서 명연설가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독재자 중에 명연설가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연설로 휘잡는

다. 내세를 믿기 때문에 현세보다는 내세 지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도 알라가 주신 고귀한

거죠.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알 카에다 오사마 빈라덴, 이라크 사담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이란 하산 로

시간이기 때문에 보람 있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시간으로 봅니다. 중세 기독교는 현세를 내세

하니 대통령, IS 지도자 바그다디 등은 모두 명연설가입니다.

에 도달하기 위한 고통의 질곡으로 봤잖아요. 현세를 다분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세를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카다피는 연설을 시작했다 하면 세 시간 정도 합니다. 기본이 그렇고, 길게 하면 다섯 시간도 합니
다. 그 다섯 시간 동안 한마디도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중들이 기립박수 치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카다피를 만나면서 아랍어를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명연설을 제대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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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반면 사우디의 살만 국왕은 나이가 많아서 비서들이 써 준 연설문

아랍의 일반적인 관습

을 앉아서 읽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할 때도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아랍 사람들에 대한 시간 배분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렘’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금지된 곳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5분을 주면 20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20분 동안 쓸 데 없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중동과

죠? 뉴욕에 가면 할렘 가가 있잖아요. 오스만 튀르크 궁전에서 여인들의 공간을 하렘이라고 부릅니다. 허

아랍권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풍성한 대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대

용된 것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할랄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

체로 말발이 달립니다. 이야기할 내용과 콘텐츠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약점이죠.

람이라고 합니다. 술과 돼지고기가 금지됐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마약, 도박, 매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종교가 다 금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아시스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막에서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오아
시스를 찾으려면 전체가 이동해야 하고, 한 가족뿐만 아니라 부족 전체가 정교하게 기능을 분화해서 생

· 오른손과 왼손

태계를 공동 관리해야 합니다. 부족 전체가 하나의 몸통처럼 움직여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철

오른손과 왼손의 기능은 다릅니다. 오른손은 바른손입니다. 꾸란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학은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입니다. 고구마

손입니다. 왼손은 화장실에서 뒤처리할 때 씁니다. 그렇다면 아랍 사람들과 악수할 때 한 손이 좋을까요,

줄기처럼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의 존재로 인정됩니다. 공동

두 손이 좋을까요? 당연히 한 손, 오른손이겠죠? 남녀가 내외하는 문화도 강합니다. 서비스 업종은 남성

체를 떠난 개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곧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의 몫이고, 아직까지는 여성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꺼립니다.

아랍에서는 개종자를 사형에 가까운 엄한 벌로 다스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개종했다는 것은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족 전체에 바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
종자를 공동체 파괴범으로 간주합니다.

· 자존심과 명예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현지 직원을 관리할 때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모욕
이나 모멸감을 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며 어젠 미안했다, 그

선교 행위가 이슬람 국가들에서 중죄로 다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은 타종교에 대

럴 수도 있지 하며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잘 안됩니다. 결코 잊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해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개종이나 선교 활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못된 습성이죠. 아랍에 ‘요구르트는 썩어 버리지 더 이상 쉬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까요? 종교적인 도그마의 문제보다도 공동체를 위협한다는 태생적인 위협감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있습니다. 우유가 약간 시큼한 게 요구르트죠? 더 쉬면 썩습니다. 썩은 거 먹으면 끝납니다. 한번 자존심

배경을 이해하면 그들이 왜 이 부분에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손상되면 더 이상 회복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존심이나 명예를 건드리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주의가 항상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쁜 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부족이나 고향의 지
도자가 나라에서 장관 등 고관에 오르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

동네 지도자가 장관이 됐다면, 보좌관부터 장관의 차량기사, 차 나르는 비서까지 몽땅 그 동네 사람들이 차

선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만날 때 항상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

지합니다. 그걸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목의 전통에서 비롯된 겁니다.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적개심 때문에 미국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장관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도 합니다. 선망과 적개심의 이중적 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

까요. 그러나 중간에 그 공동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만 잘 관리하면 일이 수월하

다. 예전에 미국 쇠고기 문제로 촛불집회를 할 때 청바지 입고 손에 코카콜라 들고 했잖아요. 그것 보고 왜

게 풀립니다. 그 사람을 통하면 다 연결됩니다. 물론 장관도 전화 한통으로 연결됩니다. 괜히 윗사람 관리

반미 하면서 코카콜라를 마시냐고 묻는다면 난센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다고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사장이나 대사가 바뀌더라도 그 사람만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를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수인계해 주지 않는 관행이 있

· 인샬라는 기다리는 것

었습니다. 후임자는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최근에는 많이 개선돼서 다행입

‘인샬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번역하면 ‘신의 뜻이라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마음 졸이게 하

니다.

고 괴롭혔던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걸핏하면 하느님 핑계 대고 현안을 회피한다는거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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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인샬라’라고 하면 100% 되는 겁니다. 신의 뜻을 걸

번 공사를 딴 업체가 계속 수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문화를

었잖아요. 그렇지만 외부인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잘 몰라서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기업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인샬라는 기다리는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방편으로 인샬라, 인샬라 하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그 시간을 줄이는 건 우리 몫입니다.

신의 뜻이라면 너와 내가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뜻이죠? 기다리는 과정이고, 상대방을 아직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신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 사과와 무지에 인색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아랍은 가장 느린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내일해도 되는 일은 되도록 내일로 미루

아랍 사람들은 ‘잘못했어I'm, sorry’와 ‘몰라I don't know’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쪽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될

자”입니다. 반면 우리는 가장 빠른 문화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때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사과를 받으려 들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는 표현을 정말 싫어합니다. 유

느린 문화와 가장 빠른 문화가 충돌하니 어떻겠습니까? 부탁하는 입장인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죠. 그러

목 생활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안하

면 반드시 됩니다. 그 간격을 못 견디면 사업이 어그러집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잘 기다립니

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

다.

면 다 해결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답답해합니다. 그 사과 받아 내는 데 목숨을 걸기도 하잖아요. 하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우디에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그날 놀까요? 바로 바
이어 사무실로 갑니다. 엄청나게 반갑게 맞아 줍니다. 손님 접대는 이 사람들이 최곱니다. 점심, 저녁까지
모두 제공하고, 심지어 호텔 비용까지 대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두 문화권이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모른다’라는 말은 또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부족을 이끌며 목숨 걸고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데, 목표지
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해는 떠오르는데 오아시스는 안 보입니다. 길을 잘못 든 거죠? 부족 전체의 생사

바이어가 물어봅니다.

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때 지도자가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갈 건데?”

모른다는 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 전체가 절멸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남자와 가장들은

“일요일 오후 비행기야.”

이 강박관념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잖아요? 그럼 이 협상은 토요일 오후에 성사될 확률이 90%이고, 일요일 오전에
성사될 확률은 10%입니다. 다시 말해 화수목금, 토요일 오전까지는 성사율 제로입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바이어 사무실 갔다가 이튿날 또 아침부터 사무실을 찾아가잖아요. 사우디
바이어는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손님 오면 손님 받고, 예배 시간에 예배 보러 가고,

여러분 중에 중동을 여행하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배낭 짊어지고 길을 물으면 눈도 깜
빡하지 않고 바로 저쪽이라고 알려 줍니다. 그런데 가 보면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도 마찬가집니다. 무슨 습관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모르면서 습관적으
로 손짓을 하는 건지, 진짜 알아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건지를요.

오후 2시가 되면 문 닫고 “내일 보자.” 합니다. 수요일도 똑같이 당하고 목요일, 금요일도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할 짓을

이쯤 되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랑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마음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

왜 했냐는 거죠? ‘모르겠다’라고 하면 무책임한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요즘 아랍 사람들은 해외 생활을

은 본사에 비관적인 전망을 보고하고 짐 싸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DNA자체에 그 두 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어차피 성사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조금이

지가 없습니다.

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사이에 엄청난 접대를 하잖아요. 자기편으로 만
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잘 대해주니 정말 고맙다, 일요일에 비행기 끊어

· 속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놨는데 1주일 더 있고 싶다는 식으로 오히려 여유 부리며 즐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진귀한 경주차들은 아랍 사람들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 들어 보셨죠? 낙타가 엄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도 긴장하겠죠? 점심 때 예배 보러 간다고 하면 따라 나서십시오. 이슬람교도는

청나게 빠르다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이 아랍 지역입니

아니지만 따라가고 싶다 하면 또 호감을 갖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예배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 실제 사우디 제다에서 리야드까지 뚫린 고속도로에서 140km를 놓고 달리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

밥 먹으러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친구가 나랑 같이 예배를 봤다.” 하며 자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

니다. 어느 순간 뒤에서 받아버립니다. 보통 180km로 달립니다. 스피드광들입니다. 사막에는 거칠 게 없

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번 신뢰를 맺으면 좀처럼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얻은 신뢰이기

왜 그렇게 빠를까요? 일단 낙타 등에 오르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는 게 입력돼 있습니다. 교역이나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힘듭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전쟁은 속도 경쟁입니다. 낙타 등에 올라타는 순간 DNA 염기서열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낙

210

Chapter Ⅳ - 인도네시아 알기  211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타 등에서 내리는 순간 손도 까딱 안 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왕자처럼 굴

말하면 됩니다. 그쪽도 우리 문화를 존중해야 하잖아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려 주고 권유해 보십시오.

면서 게을러집니다. 이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대화되면서 낙타가 없어졌으니 그걸 무엇이 대신하

그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요? 자동차가 대신합니다. 대충 달리는 건 없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스스로도 제어가 잘 안 됩니
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어떤 경우에라도 먹이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는 종교적 금기인 동시에 문화적인 혐
오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첩되면서 강력한 금기로 작용합니다. 돼지는 이미지 자체가 사탄 그 이상
입니다.

· 거래와 인간관계 구분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뱀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못 먹을 것도 아니

거래와 인간관계도 확실히 구분합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이라도 돈에는 조금의 양보가 없습니다. 천부

고, 제도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이 안 먹죠. 보신탕 같은 것도 여성들은 안 드시는 분들이 많

적인 장사꾼이죠. 푸줏간에 고기를 사러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1kg을 산다면 저울에 5~10g 넘어가

습니다. 구더기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만약 구더기를 구워서 스테이

는 건 대충 봐주잖아요. 옛날엔 비곗덩어리까지 얹어 주기도 했죠. 이 사람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2g, 1g까

크 위에 토핑으로 얹어주면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금기 여부를 떠나서 혐오스러워서 안 됩니다.

지 맞추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누굴까요? 바로 어제 저녁에 초대해서 온갖 비싼 고기를 먹

이슬람에서는 돼지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먹이면 안 됩니다. 쇠고기 스테이크가 잘 구워져 있는데

으라며 접대했던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그래 놓고 이튿날 고기 사러 가면 1g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같으

요리사들이 마지막 데커레이션 한다고 빛깔 고운 햄 가루를 뿌리는 경우가 있죠?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안

면 오만 정이 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래와 인간적인 관계는 철저히 구분합니다.

먹습니다. 그거 하나로 맛있는 스테이크는 날아가 버립니다. 돼지고기만큼은 철저히 지켜 주는 게 좋습

제가 유학 시절에 리비아와 튀니지에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가격이 싸니까 주로 시장에서 물건을 샀습

니다. 종교적 금기와 문화적인 혐오는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어떤 노점상이나 리어카상도 다 저울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

제 딸아이가 터키에서 유치원에 다닐 때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친구들 십여 명을 초대했습니다. 김밥

다. 한쪽에 추 달린 저울 있죠? 그걸로 감자 1kg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놈 올렸다가 작은 놈 내리고

도 말아 주고, 한국 음식도 해준다니까 많이 왔더군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

여러 차례 올렸다 내렸다 반복해야 겨우 맞춥니다. 한 3~5분 정도 기다립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선 기다

다. 사람들이 절 보고 수군대는 거예요. 집에 큰일이 났다고요. 집에 들어가 보니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리는 시간에 열불이 납니다.

아이는 침대에 엎어져 있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완벽한 거래를 깨뜨리지 않게
하는 윤활유지, 인간관계를 믿고 서류를 대충 준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상황을 물어보니 터키 아이들이 김밥을 먹고 잘 놀다가 딸아이 책상 위에 있는 커다란 돼지 저금통을
발견한 겁니다. 아이들이 제 딸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겠죠? 딸은 도무즈(돼지)라고 말해 주고, 동전을 꺼
내 집어넣으며 도무즈는 돈을 먹고 자란다고 알려 준 겁니다.

· 술과 돼지고기
술과 돼지고기는 둘 다 종교적인 금기입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터키 아이들이 도무즈란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악마와 같은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고 거기다가 돈까
지 준다니까 기겁을 한 겁니다. 우리 식구 모두 혹독한 문화충격을 경험한거지요.

유학한 친구들은 와인 한 잔 곁들이는 것이 사람들과 친교를 쌓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

어패류 중에는 연체동물과 갈치, 삼치 같은 비늘 없는 생선, 갑각류 등은 안 먹습니다. 종교적인 금기는

다. 또 마시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술이 종교적인 금기이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혐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닌데 문화적으로 혐오합니다. 꾸란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다에서 난 모든 것들이 허용됩니다. 새

비즈니스를 할 때는 되도록 술을 먹여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왔다고 상대를 배려해 술대접을 안 하면

우와 바닷가재도 안 먹었는데 최근에는 먹기 시작했더라고요.

상당히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튀니지에 있을 때 아랍어과 학생들이 연수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문어가 많이 나는

자기 나라에선 내놓고 술을 못 마시다가 익명성이 보장된 한국에 와서 바에도 가 보고 술도 좀 마시며

데, 튀니지에서 공부하신 아랍어과 교수님이 튀니지 아이들에게 문어를 잡아서 패대기쳐 오라고 심부름

즐기겠다고 작심을 했는데, 초청한 바이어가 술을 구경도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바이어를

을 시켰습니다. 한참을 패대기친 문어를 받아다가 살짝 데쳐서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

찾아갑니다. 술은 되도록 권유해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같이 마시면 금지된 것을 공유하는 사이가 됩니

겠죠? 한참 먹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튀니지 사람 이삼십 명이 둘러서 있는 겁니다. 문어를 먹는다는 것 자

다. 이때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먹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앙심이 깊은

체가 신기했던 거죠.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마시려고 하죠. 그럴 땐 존중해 줘야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먹이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술이 갖는 사회적인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
다. 한국에선 술 한 잔 건배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친구 사이를 시작할 때도 의식처럼 첫 잔을 마신다고

다음 날이 되니까 현지인 아이들이 문어 세 마리를 쇠꼬챙이에다가 꿰어 들고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달러를 달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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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는 문화 상식들

할랄 고기와 할랄 산업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 영향 때문이지 왼손
잡이들이 많습니다. 양손을 다 쓰는 사람도 많고요. 냉장고를 예로 들면,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 위주로

이슬람교도는 이슬람식으로 도살한 고기만 먹습니다.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닙니다. 허용할 수 있

만듭니다만, 아랍권에 수출할 땐 양손형으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 사실을 알면 제품 디자인을

는 것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도 할랄 산업이 주요 아젠다였습니다. 할랄 시

하거나 기능을 삽입할 때 현지인들에게 더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장이 약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우뇌형 인간들입니다. 감성적이고 즉흥적이고 격정적이고 의리파입니다. 인간관계를

할랄은 도살 방식이 다릅니다. 똑같은 고기라도 죽일 때 영성의 과정을 거쳤는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택을 보면 외관은 소박하게 하고 내부를 화려하게 합니다. 바깥에서 보면

인식의 경계인 거죠. 한 인간이 또 다른 생명을 희생할 때 함부로 죽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잣집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문밖은 세속이고 문 안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건축업보다는 실내 인테리어 사업이 훨씬 할 일이 많습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갈 땐
검은 천 하나를 뒤집어씁니다만, 집 안에서 그걸 벗으면 온갖 명품들을 다 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신에게 고하는 영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스밀라(신의 이름으로)’를 말하고 잡아
야 합니다. “비스밀라, 비스밀라, 비스밀라”, 세 번 말하고 기도를 올린 뒤 잡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

스포츠는 무조건 축구입니다. 죽으나 사나 축구입니다. 억눌린 감정을 해소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주면서 죽이면 안 됩니다. 경동맥을 끊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숨이 멈추게 잡

있습니다. 아울러 스피드 게임을 좋아합니다. 승마나 자동차 경주 같은 겁니다.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가

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세 번째는 피를 땅에 쏟아야 합니다. 문화권마다 생

착착 아랍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명의 상징이 다릅니다만, 아랍에서는 여전히 피로 봅니다. 동물을 잡았을 때 생명의 상징인 피까지 섭취

또 그들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삽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를 잘합니다. 접대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잡은 뒤에 몸을 눌러서 최대한 뱉어 내게 합니다. 물론 선지는 먹지 않

의무가 있습니다. 한 세 번 정도는 연달아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한 번도 안 갚으면 엑

습니다. 피를 뽑아내면 고기 신선도가 훨씬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할랄이

스표가 쳐집니다. 한번 아웃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호혜 문화를 잘 이해해야

라고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기는 돼지고기처럼 하람, 즉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니다.

왠지 께름칙하고 껄끄러운 불완전 식품이 되는 겁니다.

시계 같은 물건도 상대방이 보고 세 번 정도 좋다고 감탄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쪽 관습이 원래 그렇
습니다.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같은 경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고급 지향적입니다. 또 공동체 문화가 뿌

고기를 잡았을 때는 3분 원칙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3분의 1은 자선 단체에, 3분의 1은 가난한 이웃에

리 깊기 때문에 하나가 유행하면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그래서 패션이 획일적입니다. 철저히 가족 중심

게,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가족이 먹습니다. 물론 판매용은 이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가죽과 털도

이고, 시간이 많아서 음식도 발달했습니다.

깔끔하게 해체하고 정리해서 자선 단체에 기부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신발이나 옷감으로 쓰이는 거겠죠?

음식 문화는 덥고 건조해서 육식 중심입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더우니까 운동도
잘 안하죠. 자연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위험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웰빙 음식이 인기가 좋습
니다. 홍삼 같은 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의료 관광 사업을 펼치고 있죠?

이같이 생명 존중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린 생명이나 사고로 죽은 동물들은 팔거나 먹어서
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할랄은 단순히 고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과 의례의 공간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

또 일부다처제 때문에 남성다움과 기능성 건강 보조식품을 선호합니다. 동아제약의 ‘자이데나’라는 한

다. 따라서 영성과 의례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모든 과정을 할랄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축산이 있겠

국형 비아그라가 아랍에 진출했습니다. 생약이라서 비아그라처럼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잘 팔립

죠? 동물을 키울 때도 우리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동물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해피 애니멀’이어야

니다. 아랍의 독특한 문화를 알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든 거죠? 아울러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형 화장술

합니다. 사육할 때도 이슬람에서 금지한 사료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축 과정은 방금 말씀드렸죠? 포

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동에 진출해서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장할 때도 돼지고기 잡을 때 썼던 것을 양고기에 쓰면 할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숫자 7은 오리엔트 숫자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1주일도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한 날짜를 나타내죠? 메

탑차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구석에 돼지고기를 싣고 다른 한쪽에 양고기를 실으면 인정

소포타미아의 전승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도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아랍에서도 제일

못 받습니다. 가공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면 융자든 투자든 돈이 있어야겠죠?

좋은 숫자가 7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금융 상품이 도박이나 마약같이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투자해서 조성된 것이라면,
이 또한 할랄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축산부터 사육, 도축, 포장, 유통, 가공, 금융에 이르기까지 전 분
야에서 영성의 공간이 유지되어야 할랄로 인정해 줍니다. 불순함이 들어가는 순간 깨집니다. 이 모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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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지켜졌다고 인정할 때 할랄 인증을 해 줍니다. 나라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할랄 로

들은 75%를 대상으로 무역을 했다면, 할랄을 통해 나머지 25%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고가 부착돼 있으면 무슬림들은 주저 없이 구매합니다.

시장이 25% 늘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할랄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
그림 4-16. 런던에 있는 할랄 가게

입니다.

유망한 중소 산업 분야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유망한 이유는 그곳에 즐길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더운 데서 어디를 가겠습
니까? 그래서 게임을 많이 즐깁니다. 하지만 애정물이나 폭력물에 대한 금기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스포
츠, 특히 축구를 활용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한국 게임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
니다. 가족생활의 비중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한창 불고 있는 한류가 좋은 기회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가 오리엔트풍이라는 사실을 기억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아라베스크 문양만 디자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상품을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랍 부호들이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을 위해 디자인을 만들 수밖에 없
는 거죠. 루이비통과 불가리 같은 브랜드들도 상표권 분쟁이 걸려 있습니다. 아라베스크 문양을 썼냐 아
종합적인 과정을 관리하다 보니 제약 산업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약을 만들 때 마가린이나 동

니냐를 두고 다투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현재 오리엔트풍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성 수지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할랄을 통해 잡은 고기의 수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
니다. 화장품도 동물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을 만들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식품과 음식
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3조 달러의 시장이 될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청정’이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합
니다. 그러다 보니 무슬림 고객보다 비무슬림 고객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에서 할랄 음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런던의 이슬람 슈퍼마켓을 이용하
는 손님을 조사해 보니 무슬림 고객보다 비무슬림 고객이 훨씬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태
원에 있는 250여 개의 할랄 식당과 슈퍼마켓을 6개월간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 일
반 서울 시민의 구매량이 무슬림 구매량을 넘어섰습니다. 좀 더 비싸도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
들은 구매하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식품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정신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15~20%는 더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
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할랄 라면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인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 지구촌 25%에 달하는 무슬림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
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할랄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동아제약과 대웅제약도 할랄 약품 개발에 착수했습
니다. 풀무원, 농심, CJ 같은 식품 기업들도 할랄 식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

그림 4-17.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아라베스크 문양(왼쪽)
화려하고 정교한 아라베스크 문양의 카펫(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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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유망한 진출 분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봉 1억씩 받을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우리
나라 여성들이 손이 부드럽고 서비스 마인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여성 경락사나
안마사, 네일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미
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배워서 깔끔하게 서비스하는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

한-인니 산림협력센터(KIFC) 인턴 수기
(2021.03.15. ~ 2021.09.12.)

니다.

한정훈 /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 전공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인기가 좋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성모병원도 아부다비에 문을 열었고요. 한양대학교 병원과 연세 세브란스 병원
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들이 직접 갑니다. 이렇게 우리 병원들이 진출하면 자연스럽게 행
정직과 기술직이 필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제작 노하우를 가지고 공동제작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난 2020년 12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해외산림 청년인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인도네시

사람들은 돈을 대고 우리는 노하우를 제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

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체험형 인턴으로 선발되었다. 합격의 기쁨과 주변의 축하

들이 앞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분야들입니다.

도 잠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갈 수 있을까?”
당시 출국 예정일은 2월 중으로 두 달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같
이 파견 예정이었던 다른 인턴은 1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 의사를 밝혔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4-1학기 등록을 마치고 하반기 출국을 기대하던 2월 중순, 담당자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리고 한 달 뒤 나는 인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파견되었다.

그림 4-18.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
                     (20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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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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동안의 호텔 격리 후 센터의 이영주 행정실장님을 만나 IMEI(휴대폰 고유 식별번호)를 등록하기 위

만 나이대가 비슷한 현지 직원들과 하루를 같이 지내다 보니 금방 친해졌고, 덕분에 행사도 문제없

해 공항 세관으로 갔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 잡아둔 임시숙소에 체크인하고 Manggala Wanabakti(인도네

이 잘 마칠 수 있었다. 다음에 잠비를 방문할 땐 이탄지를 답사하는 것을 목표 삼으며 자카르타로 돌

시아 환경산림부)에 위치한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방문했다. 이성길 센터장님, 김형균 PM(Project

아갔다.

Manager)님을 비롯한 현지 직원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센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 대사관 이준산 임무관님, 최윤영 인턴 그리고 임업진흥원 홍정

센툴생태교육모델숲(SEETF) 다목적 강당 이전 및 소강당 준공식

표 법인장님, 도경진 총무과장님과 함께 환영식을 했다. 주말에는 김형균PM님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 개
통 및 현금을 인출한 뒤 앞으로 지낼 숙소를 계약했다. 첫 출근 전날 센터장님이 주신 임업동향지와 월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녹색협력 증진을 위해 보고르군에 조성된 센툴생태교육모델숲은 2013년 전

로 정리된 파일철을 읽으며 인도네시아에 온 것을 실감했고 어렵게 나온 만큼 더 많이 배우고 항상 긍정

체 630ha 중 7ha의 면적에 기숙사, 식당, 게스트하우스, 다목적 강당 등을 준공하고 캠핑, 교육, 연수 장소

적으로 생활하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6개월간의 인턴생활이 시작되었다.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임목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휴양림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

수마트라섬 잠비주 이탄지 복원사업 사무실 개소식

물다.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한국은 산림 복원 및 관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했고 그 결과 센툴생태
교육모델숲을 찾는 방문객들의 수가 2015년 5,400명에서 2019년 14,026명까지 꾸준히 늘었다.

이탄지(Peatland)란,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이 퇴적된 토지로 거대한 탄소 저장고이
다. 2015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에 위치한 이탄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약 10억 톤의 이
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고, 이는 곧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산림청은 한-인니
양자 협력 사업으로 훼손된 이탄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했고 그 시작을 센터와 함께 ‘수마트라섬 잠
비주 이탄지 복원사업 사무실 개소식’으로 알렸다. 행사는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영상 중계
와 사전 녹화영상 상영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그림 4-20. 센툴생태교육모델숲 다목적 강당 이전 및 소강당 준공식 (2021.4.6.)

지반이 침식하여 안전 문제가 있는 다목적 강당(Aula Turbuka Rasamala)의 이전 및 소강당(KForest Hall) 준공을 기념하며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행사가 개최됐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영상 중계와 사전 녹화영상 상영을 병행했으며 식순에 맞춰
그림 4-19. 이탄지 복원사업 사무실 개소식 (2021.3.24.)

리본 커팅식, 명판 서명식, 현판 제막식, 기념 식수 등을 진행했다. 이날 연합뉴스를 포함한 여러 현
지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왔는데, 이를 통해 언론을 통한 미디어 홍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지니는지
배울 수 있었다.

개소식 사전준비를 위해 첫 출근 다음 날 바로 잠비로 갔다. 이탄지 복원사업 사무실까지는 자카
르타 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잠비 공항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린다. 센터에서 처음으로 진
행하는 비대면 행사인 만큼 리허설을 여러 번 반복했고, 나의 주 업무는 음향 장비 및 한국과의 통
신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적응하기도 전에 정신없이 온 출장이었지

220

Chapter Ⅳ - 인도네시아 알기  221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출처 : 연합뉴스

① REDD+(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발표
최근 SK임업과 같은 국내·외 기업들이 탄소 중립, ESG 경영과 관련하여 RED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EDD+는 바이오매스 자원론과 산림 경영학을 수강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배
웠던 개념을 토대로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VCS 방법론에 등록된 VM0007과 VM0037을 참조하여
자료를 제작했고 시행 규칙부터 활동 범위, 분석 과정, 탄소 흡수량 계산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발
표했다.
이후 센터장님의 피드백으로 “Rimba Raya Biodiversity Reserve REDD+ Project”를 추가 조사했다.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 실행까지 산업조림허가권(HTI), 불명확한 위성 영상, 군 정부(지방 정부)와
합의의 어려움 등 방법론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센터 내 인턴 업무
인턴의 근무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다. 점심은 1층

REDD+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② JIKS(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교숲 조성을 위한 협력

이나 7층에 있는 식당에서 포장 해오고 가격은 저렴한

학교숲은 학교 내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안정 및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효

편이다. 매주 월요일 9시마다 주간 회의에 참석하며 한

과를 지닌다. 특히 계절의 특성상 건기와 우기만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학교숲이 지니는 의미

국과 온라인 회의가 있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센

는 더욱 크다.

터 언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사 스크랩 및 홈
페이지 업로드, SNS 활성화 등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JIKS를 방문하여 학교숲 조성과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듣고 학교를 둘러보았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나눈 뒤 추후 2차 회의를 요청했다.
회의에 앞서 전문가의 견해를 얻기 위해 생명의숲 이호연 활동가님께 자문을 구하고 룸핀 양묘장
에서 활용 가능한 묘목의 종류를 문의했다. 이후 JIKS측의 사전 질문사항을 포함한 안건록을 작성
했고, 2차 온라인 회의를 주관했다. 현재는 연못 조경을 시작으로 학교숲 조성이 진행 중에 있다.
③ 인도네시아 10대 주요 수종

1. Teak

환경산림부 내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보고르 식물원, 룸핀 양묘장 등의 견학과
녹색사업단에서 발간한 ‘열대유용식물자원 가이드’를 바탕으로 23개의 열대 수종

2. Mahogany

리스트를 뽑았다. 그리고 주간회의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요도 설문조사를 하

3. Meranti

여 10대 주요 수종을 추렸다.

4. Sengon

그 뒤 수종의 생장환경과 특성에 따른 용도를 작성한 표를 만들었다. 이를 활용
하여 환경산림부 수목원에서 해당 10대 수종 설명 영상을 촬영했고 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했다.

5. Ulin
6. Eucalyptus
7. Acacia

그림 4-21. 센터 회의실 (2021.4.26.)

④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IKN(Ibu Kota Nusantara) Project 협력방안

8. Eboni

수도 자카르타에 집중된 인구 과밀화로 교통체증, 대기오염, 지반침하, 해수 범

9. Merkus pine

람,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동부 칼리

10. Ga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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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탄 지역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했다. 한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신수도 이전 사

룸핀양묘센터에 추가 지원 방법을 알아보고자 KOICA 정회진 소장님께 자문한 뒤 대사관, 임업진흥원,

업에 참여할 26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팀코리아’를 출범했고, 이에 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협력

CIFOR 측 관계자분들과 함께 사업지를 방문했다. 룸핀양묘센터의 역사, 시설물, 활동 현황 등의 설명을

방안(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숲,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우호의 숲, 국립세종수목원, 스마트양묘장, SK

듣고 조직배양실과 조코위 대통령이 방문했던 양묘장을 둘러보았다. 단순 묘목·종자 보급의 차원을 넘

이노베이션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을 조사하여 PPT로 제작했다.

어 국가 핵심 양묘장 및 국제열대림연구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추가 사업이 필요하고, 이는 곧
양국 산림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⑤ 센터 10주년 기념 온라인 사진·비디오 공모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제산림협력을 수행하고 해외 진출 기업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는 지난 2011년 7월 개소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의 숲’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사진 및 비디오

- 맹그로브 숲
맹그로브는 뿌리가 위로 솟아있어 바닷가에서 잘 자라고, 태풍 및 해일의 충격을 완화하는 등 해
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탄소저장능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공모전을 주최했고, 수준 높은 응모작들을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작품들을 인화하여 환경산
림부 회의실에 전시하고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였으며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센터의
개소 10주년을 홍보했다.

사업지 현장 답사
- 룸핀양묘센터(RSSNC)

그림 4-23. TWA(Taman Wisata Alam) Mangrove, Angke Kapuk (2021.5.28.)

Angke Kapuk 자연관광 공원은 해수 범람으로 인한 홍수 및 바닷물의 오염을 예방하고 생물 다양
성 연구·교육 등을 위한 시범림으로 조성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숲은 세계 최대의 면적(
약 350만ha)을 지녔지만, 새우양식, 해안개발, 벌목 등의 문제로 50%가 넘는 면적(약 182만ha)이 훼
손된 상황이다. 이를 대응하고자 정부는 이탄지복원청(BRG)의 명칭을 이탄지·맹그로브복원청
그림 4-22. 서부자바 보고르군 룸핀양묘센터 (2021.5.25.)

KOICA의 ODA 산림 사업으로 조성된 룸핀양묘센터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산림부와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 생산된 묘목을 활용하여 도시숲, 학교숲 조성 및 산림복구
를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등으로 실적을 내고 향후 인니 전역에 50개 영구양묘장과 10개 조직배양실 설립
의 계기를 마련했다.

(BRGM)으로 변경하고 맹그로브 복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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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렘방 (OKI 산불진화대 / ITTO 이탄지 복원 모델 사업지)

로 추진한 이곳은 도로 접근성이 좋고 우수한 유지 관리 덕분에 지난 10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
다. 현장 답사를 하며 수분을 머금고 있는 질퍽한 흙부터 나무껍질에 남아있는 짐승의 흔적 등을 확
인하고 드론을 날려 복원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탄지에 대해 어느 정
도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잠비주 이탄지 답사 이후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 잠비주 이탄지 (HLG Londerang District7)
이탄지 복원사업 사무실 개소식 이후 약 3개월 만에 잠비를 다시 찾았다. 먼저 잠비주 산림국을 방
문하여 사업에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고,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임업기업(PT.WKS)과의 업무 조율
을 당부했다. 자리를 옮겨 이탄지 복원 사업지 주변에 있는 Tanjung Jabung Timur FMU(영림단)에
서 영림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업지 산불감시, 마을 지원 활동, 센터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의

그림 4-24. 남수마트라주 OKI 산불진화대 (2021.6.8.)

내용을 확인하고 이탄지로 출발했다.

산림청 출장팀과 함께 산불 프로젝트 개발 계획 논의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팔렘방으로
갔다. OKI 산불진화대의 관계자분들을 만나 현재 산림청의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인니 측의
의견을 구했다. 사무소장은 프로젝트의 중점을 건물 건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위성 통합 기술과 같은 역량 구축에 둘 것을 제안했고 회의 이후 산불진화대의 장비 현황과
교육훈련센터 건립 후보지를 둘러보았다.

그림 4-26. 잠비주 이탄지(HLG Londerang District7) (2021.6.9.)
그림 4-27. 재습윤(Rewetting) 작업을 위한                   
                     관정 시설 (2021.6.9.)

그림 4-25.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탄지 복원 모델 사업지 (2021.6.8.)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산불진화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이탄지 복원 모델 사업지로 갔다.
팔렘방 환경·임업 개발 연구소(BP2LHK Palembang)와 ITTO(국제열대목재기구)가 공동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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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균 PM님의 현장 설명을 들은 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심이 깊어 보이는
탁한 습지였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잡을 수 있는 지형지물이 마땅치 않아 중심을 잡고 걷기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탄지 사업지를 방문한 경험이 인턴 기간 중 가장 강한 기
억으로 남았다.

가 쉽지 않았다. 쓰러져있는 나무를 넘어 1시간에 걸쳐 300m를 이동한 후 드디어 이탄지 복원사업
시작지점에 도착했다.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 재습윤 작업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관정 시설을 확인

현지 문화체험

하고 다시 이탄지 밖으로 빠져나왔다.
인도네시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벽에 아잔(이슬람교에서 신도에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
리)을 듣고 깜짝 놀라서 깬 적이 여러 번 있다. 이외에도 한국과의 문화 차이로 적잖이 당황한 적이 많은
데, 그럴 때마다 현지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배우면서 생활했다. 특히 열대성 기후와 음식은 적응하는 데
꽤 시간이 필요했고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유형의 장염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돌
아다니는데 제약이 심했지만, 그래도 나름 알차게 보냈다.

그림 4-29. 자카르타 역사박물관(2021.5.12.)

그림 4-30. 보고르 농과대학(2021.5.14.)

지난 5월 이슬람 최대명절인 르바란(Lebaran) 연휴 기간(5.12.~.16.)동안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및 현대 미
술관, 독립기념탑(Monas), 이슬람 사원(Istiqlal Mosque) 등을 견학하고 보고르에 사는 직원의 집들이를 했다.
점심을 함께한 뒤 보고르 농과대학 캠퍼스투어를 했고, 마치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5월 말엔 수겅 자문관님께서 전 직원을 자택으로 초대해주셨다. 고급목재인 티크로 지어진 천장이 높
은 전통 가옥은 지금까지 살면서 보았던 집 중 가장 멋있고 웅장했다. 음식도 아주 훌륭했고 무엇보다 밖
에서 직원들을 만나 얘기할 수 있어 좋았다.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나중에 나이
그림 4-28. 이탄지 사업지 인접 마을(Desa Londerang) (2021.6.10.)

이탄지 답사 다음 날, 바탕하리 강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약 2시간에 걸쳐 사업지 인접 론드랑 마
을로 갔다. 마을 관계자분들과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
다. 이후 주변 환경을 둘러보며 마을주민 소득향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
로 갖춰져 있지 않고 접근성도 좋지 않지만, 대체로 마을 주민 모두 평온해 보였다. 출장을 마치고

가 들었을 때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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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시내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해발 높은 곳에 꼭대기를 의미하는 ‘Puncak’이라는 지역
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느껴보지 못했던 쾌적한 가을 날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구눙 거
데 빵랑오 국립공원은 자바 긴팔원숭이, 표범, 독수리 등을 포함한 43개의 고유종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
는 자연 휴양관광지이다. 지난 2014년 공원 내에 개장한 코리아갤러리와 주변 경관을 둘러본 뒤 캐노피
트레일을 하기 위해 근처에 조성된 등산로로 이동했다.

그림 4-31. 직원 워크숍(수겅 자문관님 자택) (2021.5.31.)

그림 4-33.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캐노피 트레일) (2021.9.2.)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열대우림으로 들어갔다. 석류 맛이 나는 식용 가능한 줄기, 만지면 안 되는 잎,
약재로 활용 가능한 임산물 등 여러 설명을 듣다 보니 앞에는 어느새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림 같
은 풍경을 눈에 담고 가게 되어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인턴 후기
그림 4-32. 구눙 거데 빵랑오 국립공원 (2021.9.2.)

지난 6개월 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전
보다 어학 실력이 많이 늘었고 막연하기만 했던 진로에 대한 확신과 한국임업진흥원, 국민대학교 LINC+
사업단의 도움으로 4-1학기 학점인정 및 대학장학금 수령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성과
는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이성길 센터장님, 인니 생활의 버팀목 이영주 실장님, 열정적인 김형균 PM
님부터 센터의 기둥 수겅 자문관님, 언제나 친절한 다누 공동센터장님, 한국에서 다시 만날 비마, 마음이
착한 시파, 해결사 판두, 멘토 아리파가 있어 가능했다. 해외산림 청년인재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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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고 현재는 막학기를 남겨두고 1년 휴학을 신청했다. 다음 목표에 도전
하기 위해 부족한 역량 강화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고,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 없이 다시 도전
할 것이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
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 감사드리며 인턴수기를 마친다.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및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대상 수상작

2021년 인도네시아 한
인이주 101년과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개소 10주
년을 기념하며 한인니문
화연구원, 재외동포재단,
한인회, 한-인니 산림협
력센터 등이 공동주최한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
그림 4-34.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2021.9.10.)

기’문학상과 제1회 ‘인도
네시아 생태이야기’ 공모
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
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고자 소개

한정훈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 전공
jhoon1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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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둘 곳 찾아 뿌리를 내리면 그 곳이 어디든
내 집 -맹그로브 나무의 삶권영경 / 주부·前 환경조경연구원, 자카르타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고 한다.
행여 따라오지 못한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려 주기 위한 배려에서다.
2020년과 2021년, 지나온 시간과 얼마만큼 남았을지 모를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 인류에겐 바
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Covid-19, 이름도 생소하던 고약한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멈춘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말을 막 하기
시작한 어린 아이부터 아흔이 넘은 어르신까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코로나를 떠올리는 세상에 우리가 지
금, 살고 있다. 만약 이런 시기에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보단 활동이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몇 번을
고민했지만 결국 가족이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이 곳에 남았다. 그렇게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
고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모님과 가족들은 여전히 그 곳에 있고 나는 하늘의 떠가는 비
행기를 보며 그저 꿀꺽꿀꺽 그리움을 삼킬 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집, 식사, 옷차림을 간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4년 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왔다.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거라곤 고작해야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Bali)
와 불교 유적지 보로부두르(Borobudur_인도네시아 자바 섬 중부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불교 사원)가 전부
였다. 그런 내가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자카르타도 아닌 자바 섬 작은 소도시 찌까랑(cikarang)에서 제 2의 인
생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2017년 2월 어느 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곳엔 태어난 지
200일 갓 넘은 아이와 남편 퇴근 시간만을 목 빠지도록 기다리는 육아에 찌든 서른 후반의 한 여자가 있
었다.
출산 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의 모든 엄마들이 그러했겠지만 우울했고, 무기력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가족사진을 찍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 그 누구도 만
나지 않던 시간들을 그저 흘러가게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작한 일이었다.
비록 매주 같은 배경, 특별할 것 없는 표정이었지만 사진을 찍는 행위가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 했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
농장 일이나 산책, 힘든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근심 걱정을 떨치고 그날그날을 살라
날마다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를 나누라
혼자인 경우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무엇인가 주고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도우라
삶과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
할 수 있는 한 생활에서 유머를 찾으라
모든 것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생명을 관찰하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지라

던 수많은 순간들에서 나를 건져 내 주었다. 그렇게 그 곳에서 살던 3년의 시간 동안 146장의 가족사진이
남았고 아이의 성장과 우리 부부의 시간도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같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일’은 수련하는 마음과도 같아서 자꾸 흩날리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준
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마음(일심一心)이 나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중 _헬렌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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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오기 전 살았던 곳에선 단지주변을 매일 걸을 수 있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유일하게 허락된 외

경에 관심이 간다. 숲과 환경에 대한 교양프로그램들을 챙겨 보거나 충격적인 이슈를 접할 땐 직접 나서

부 활동이라 산책에 유독 집착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주택단지에 살

진 않지만 방구석에서 소심하게 하루 이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배운 게 도둑질

았고 세월의 크기만큼 큰 나무들이 많았다. 매일 오후 4시가 넘으면 아이와 운동화를 신고 단지를 서너 바

이라고 자카르타에 와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맹그로브 나무였다. 그래서 락다운이 풀리

퀴 돌았다. 자연주의자들이 알려주던 방법들을 실천하며 그렇게 두발로 땅을 밀어 걷고 뛰었다. 힘을 쓰

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 간 곳은 자카르타 북부 공항 근처 해변에 심겨진 맹그로브 숲 이었다. 사람이 많이

고 나면 신기하게 더 많은 힘이 생겼다. 매번 같은 길을 걸었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4시와 5시가 달랐

찾는 공공기관은 여전히 만 4세 아이들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어 아이와 남편을 두고 나 혼자 그 바다 위

다.

둥둥 떠 있는 물 위의 숲을 걸었다. 거짓말처럼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구름이 흘러가는 것, 푸른 나무를 보는 것. 아침, 저녁으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
소리를 듣는 것, 그저 제 할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핀 길가의 들꽃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관람료 없이
실컷 소유 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했다.

보통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그런데! 물 속, 그것도 염분을 가득 머금은 바닷물에 뿌리를 내
리고 사는 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맹그로브 나무다.

한참 확진자가 급증해 도시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던 시기도 있었기에 바

바다와 육지 경계에 사는 이 나무는 덥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 동남아 해안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고

깥세상과의 만남은 더욱 절실했다. 그리고 다행히 풀과 나무들은 아직 코로나로부터 안전했다. 이 얼마

맙게도 이들 덕분에 태풍과 해일로부터 육지가 보호를 받는다. 실제로 2004년 동남아시아 쓰나미로 11개

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우리에게 자연마저 허락 치 않았다면 아마 인류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진작 참

국가에서 23만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 중 바닷가에 심겨진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

패했을지도 모른다. 고맙다. 길가의 모든 풀들아.

가 가장 적었다고 한다.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파도를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그 일을 겪은 후에야 사람들은 이 나무

SF영화 제목 같던 ‘2020_이공이공’의 해가 시작되자마자 찾아온 이 망할 역병 COVID-19는 한순간에 전

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어느 한 나라도 예외란 없었다. 이리도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 가족은 인도네시

맹그로브 나무는 수형도 독특하다. 바다 아래로 뿌리를 뻗기도 하지만 공중으로 뿌리가 노출되기도 한

아에 온지 3년 만에 지방도시에서 자카르타 대도시로 이사를 했다. 아파트는 입주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다. 뿌리는 산소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강한 파도로부터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 준다. 또한 촘촘한

출입이 불가했고 외출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지방도시에서 매일 하던 산책도 더 이상 하지 못한

뿌리가 염분을 걸러내는 여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도착해 느꼈던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다시 몰려 왔다. 그래서 지금 나는 매주 가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뿌리는 물고기와 게, 다양한 해양 동물들의 안전한 서식처가 되어 주고 지역 주민들

사진을 찍던 것과 비슷한 이유로, 집안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글을 쓰며 흩날리는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

은 뿌리 안에 모인 물고기와 목재를 팔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동남

은다.

아 국가에선 휴양지나 새우 양식을 위해 맹그로브를 무차별하게 베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로 자

지금은 비록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와서 엄마로만 살고 있지만 엄마 이전의 나는 아이들의 숲 속 놀

연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지는 맹그로브는 언제나 슬프다. 지구 최대 맹그로브 서식지였던 핀리핀 팔라완

이터를 디자인 하는 조경가, 실내조경 기사였다. 삶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찾으려 애쓰던

해변은 새우 양식으로 나무가 반 이상 없어진 상태이고 최근에야 맹그로브의 환경가치가 부각 되면서 보

꿈 많은 공상가이기도 했다. 지방 도시에선 문만 열면 볼 수 있었던 초록 나무들을 이 거대한 도시에선 쉽

호지로 관리되고 있다.

게 볼 수 없어(아파트를 나서면 바로 큰 도로이고 인도네시아는 도보가 잘 갖추어 진 곳이 아직은 그리 많
지 않다) 식물들을 집에 들이기 시작했다. 마음에 드는 식물과 포트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매주 한번 아이

염분에도 끄떡 없이 바다 속 갯벌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나무는 환경에 놀랍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

와 나란히 앉아 식물을 심는다. 그렇게 흙을 만지고 식물을 바라보고 각자의 얼굴에 맞는 이름을 짓는다.

는다. 보통 나무는 씨앗을 통해 번식하는데 맹그로브는 긴 열매 같이 생긴 주아(새끼)를 낳아 바다로 떨

뿌리위로 소복하게 덮은 흙을 탁탁 다지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가까이 다가가 생김새를

어트린다. 그리고 이 ‘주아’는 바다의 물살을 이용해 이동하다가 적당한 곳을 발견하면 그 곳에 안착해 뿌

구석구석 살피며, 이 답답한 하루하루를 견뎌낸다. 반복되는 하루의 끝에서 돌아보면 식물을 보살피는 행

리를 내린다. 기록에 의하면 물에 둥둥 떠서 40일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엄마 나무에서 떨

위가 결국 나를 보살피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어져 나간 새끼 나무는 그렇게 다른 곳에 독립을 하고 군락을 이루며 정착해 살아간다.

엄마 이전의 삶은 환경과 숲, 공원과 자연 교육 등의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학부 때부터 따지면 스무
살부터 서른 중반까지 15년도 훨씬 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런지 현직에 있지 않아도 여전히 나무와 환

바닥에 떨어진 길다란 것이 망그로브의 새끼인 ‘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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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를 알고 나면 그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 진다. 자연의 선함엔 끝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마치 마스크를 얼굴에 이식한 것 마냥 쓰고 다니니 얼굴 가까이 자연 바람을 허락 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그 부드럽고 간질거리는 바람의 촉감을, 눈, 코, 입을 스치는
한없이 청량한 바람의 냄새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쭉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
다.
아이들이 앞으로 80년은 더 살아갈 세상이다.
티가 나진 않지만 우리가 자연에 행하는 작은 ‘선함’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언젠가 다시 모진 쓰나미가
닥쳐도 전부가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멈춰 있어도 좋으니 더 이상 이 세상이 아
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우리 인간들에게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
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진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배려의 신호를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발은 육지에, 다른 한발은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저 맹그로브 나무들이 꼭 우리 삶의 모습 같다.
한국사람 이지만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이곳에서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어제와 오
늘, 그리고 내일을 산다.
식물들이 꼭 한 자리에서만 나고 자라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자리를
이동해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내린 뿌리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단단해 져야지 다짐한
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힘주어 말해준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는 150여 종의 무화과나무가 서식하는데 그 중 땅무화과나무는 땅바닥에 열
매를 맺는다. 땅을 파서 먹이를 찾는 야생 멧돼지가 낮게 열리는 이 열매를 먹고 멧돼지 이동 경로에 따라

마음 둘 곳 찾아 뿌리를 내리면 그 곳이 어디든 내 고향,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무화과가 번식한다. 수마트라가 원산지인 자색 문주란은 꽃이 지면 씨방의 씨앗이 생기는데 그 씨앗은 호

그리고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마음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두알만큼 크다. 무거운 씨앗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줄기가 픽 쓰러져 버리는데 결국 그 틈을 타 씨앗은 데

저 푸르른 맹그로브 나무들처럼.

굴데굴 굴러 바다로 이동한다. 부력이 있는 씨앗은 물에 떠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떠내려간 씨앗은 어딘
가 해변에 닿아 적당한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삶을 이어간다.
식물도 여행을 한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바다 건너 전혀 다른 나라에 터를 잡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험과 용기로 거칠고 메마른 땅이 커다란 숲이 되기도 한다.
맹그로브 나무도 그렇게 엄마 나무에서 독립해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다. 물속에선 해양 자원들의 안
식처로, 물 위에선 열대 우림의 5배가 되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하며 우리 지구를 지금도 부지런히 살
려내고 있다.
자카르타를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또는 살고 있다면 맹그로브 숲(Taman Wisata Alam Mangrove)을 찾
아가 조용히 걸어 보길 추천한다. 어느 선진국 공원처럼 근사하고 쾌적한 환경은 분명 아니지만 바다에
뿌리 내리고 사는 이 나무들의 삶을 누군가는 한번쯤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언제나 그러하듯 자연은

사람(man)과 숲(grove)의 합성어를 가진 mangrove는 정말로 그 이름처럼 인간을 살리는 나무가 아닐까
싶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의 나무.
아이가 이 나무의 삶을 꼭 기억 했으면 좋겠다.

238

Chapter Ⅳ - 인도네시아 알기  239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 통권 8호

향긋한 소나무아파트
한예성 (ACS Jakarta G5)
보고르 센툴숲 속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아파트는
뜨거운햇살을 가려주는 양산
바람 따라 춤추는초록색 풍선
‘마음씨 착한 동물들에게는 무료 분양’
좌) 자카르타 맹그로브 숲(Jakarta Taman Wisata Alam Mangrove)

집 없는산새에게

중) 아래로 촘촘히 뻗은 뿌리 덕분에 그 사이사이 여러 어린 해양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다.

보금자리를 나눠주는

우) 공중으로 뿌리가 자라기도 한다.

소나무아파트 분양사무소의
다람쥐 소장님
어느 날,
향기로운 소나무아파트에
구렁이 도둑이 나타났다!
소나무아파트에 둥지를 튼
끄나리*부부
점박이 알 세개를 노리는
욕심쟁이
솔방울 폭탄을 던져라.
뾰족뾰족 솔잎 화살을 쏴라.
혀를 날름거리는 악당에게서
산새알을지켜준
마음씨 좋은 이웃들
정겨운 노랫소리 번지는
향긋한소나무 아파트

*Burung Kenari; 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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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 센툴 생태교육숲
한예성 (ACS Jakarta G5)
주말마다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갈 시간

유쾌해지는 우리 가족

올라갈 때는 한 시간

엄마는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내려갈 때는사십칠 분

아빠는 빨리 가자고 빵빵빵

화끈거리던 발에

형은 게임 얘기를 주절주절

날개가 달렸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빨라지는 발걸음

바람은 솔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요람처럼 흔들리는 차 안에서

발 마사지 해달라고 응석을 부리려 했는데

꾸벅 잠이 들었다 깨어나면

푹 쓰러진 엄마 발을 마사지해주는

어느새 숲 어귀

사이 좋은 형제

땀 뻘뻘 흘리며

주말마다

뱀 나올까 벌 나올까 벌벌 떨지만

고마운 자연 쉼터에서

인도네시아에 뱀이 많다는 건

함께하는 우리 가족의

뜬소문이었나

유쾌한 등산

등산은 힘들다는 건
괜한 걱정이었나
소나무 위에서 짹짹대는 새소리
내 마음을진정시키고
산 꼭대기에서 도시락을 먹고 나면
잠이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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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욱 이사

NNE (자연과환경)

kcw0520@hanmail.net

joonsan2100@gmail.com

회원

현창섭 법인장

포스코인터내셔널 (PT BIA)

cshyun@ptbia.co.id

PT BANGUN MITRA WANA BAKTI

philsense@hotmail.com

회원

송승준 부장

포스코인터내셔널 (PT BIA)

sjsong@ptbia.co.id

이상우 법인장

대상 홀딩스 (PT SINTANG RAYA)

swleebaik@gmail.com

회원

김동호 부장

포스코인터내셔널 (PT BIA)

kdh@ptbia.co.id

회원

김태형 법인장

GS글로벌 인니법인

thkim@gsgcorp.com

회원

김남구 고문

포스코인터내셔널 (PT BIA)

nkkimm@hotmail.com

회원

박성수 대표

(주)인코네트웍스

sspark0918@naver.com

회웜

강정석 법인장

삼성물산 (PT GNI)

kang.js@samsung.com

회원

김정주 이사

(주)인코네트웍스

jeongjkim2020@gmail.com

회원

김준석 법인장

STI Indonesia (PT THEP)

joonseok.kim@ptthep.com

회원

김효찬 대표이사

PT INDONESIA NATURAL CORE

mmiikk@empal.com

회원

최원준 이사

PT INDONESIA NATURAL CORE

enzochoe@gmail.com

회원

신명섭 대표

PT Jhonlin

shinms@jhonlingroup.co.id

회원

박형준 사장

PT JSK

pcm0725@gmail.com

회원

윤경일 법인장

PT KIFC (산림조합중앙회)

zerofour19@daum.net

회원

최일훈 소장

PT KIFC (산림조합중앙회)

chldlfgns12@hanmail.net

회원

이선균 소장

PT KIFC (산림조합중앙회)

ysk0213@naver.com

회원

이영주 실장

KIFC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leejakarta@gmail.com

회원

김형균 PM

KIFC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tigerscout@hanmail.net

회원

최수원 법인장

PT KOFPI (한국임업진흥원)

cswon@kofpi.or.kr

회원

도경진 총무과장

PT KOFPI (한국임업진흥원)

amante0324@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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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KORINDO GROUP

hhs@korindo.co.id

회원

권혁준 전무

KPN Group

hjkwon05@gmai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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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성명

회장

김영철 상무

KORINDO GROUP

yckim@korindo.co.id

고문

김훈 대표

(주) 더블유제이파트너스

khoon04@gmail.com

고문

조준규 센터장

KIFC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soli2012@naver.com

간사

김보균 사장

PT SUMA SUKSES SEJAHTERA

bkkimho@gmail.com

이준산 임무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회원

남정필 대표이사

회원

-

회사명

이메일

인적자원교육개발원 Badan Penyuluhan dan Pengembangan
SDM  (Acting: Drs. Ade Palguna Ruteka)

2

환경산림 표준원  Badan Standardisasi Instrumen LHK
(Acting: Ir. Ary Sudijanto, MSE.)

1

중앙·지방기관 간 관계 전문위원 Bidang Hubungan Antar
Lembaga Pusat  ( - )

2

국제산업·국제무역 전문위원 Bidang Industri dan Perdagangan  ( - )

3

에너지부문 전문위원  Bidang Energi
(Prof.Dr.Ir. Winarni D Monoarfa, M.S.)

4

자원경제부문 전문위원  Bidang Ekonomi Sumber Daya Alam  
(Dr. Tasdiyanto, SP., M.Si.)

5

식량부문 전문위원 Bidang Pangan (Acting: Dr.Ir. Apik Karyana, M.Sc.)

*총국(DG) 13개 + 장관 정책자문관(DG급) 5개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4th Floor,
Phone : (+62-21) 5701114 Ext. 680, 165 email :
klhkbirokln@gmail.com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2nd Floor, Phone
: (+62-21) 5730432 Ext. 432

Ir. Dida Migfar Ridha, 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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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원
(DG급: Badan)

Hea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Drs. Rasio Ridho Sani, M.Com., 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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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egakan Hukum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Head of Public Relation Bureau

환경·산림법 집행총국
9

7

Lingkungan  (Dr.Ir. Bambang Supriyanto, MSc.)

Drs. Maman Kusnandar, M.M.

사회임업·환경파트너십총국 Perhutanan Sosial dan Kemitraan

Head of Finance Bureau

(Ir. Laksmi Dhewanthi, M.A.)

6

8

기후변화 대응총국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Supardi, S.H., M.H

7

Head of Law Bureau

(Rosa Vivien Ratnawati, SH MSD.)   

5

Limbah dan Bahan Beracun Berbahaya

Head of Public Affair Bureau

쓰레기·산업폐기물·유독성물질 관리총국 Pengelolaan Sampah,
6

4

Kerusakan Lingkungan  (Ir. Sigit Reliantoro, M.Sc.)

Head of Planning Bureau

오염·환경훼손 통제총국  Pengendalian Pencemaran dan

3

5

Head of Civil Service and
Organization Bureau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총국 Pengelolaan Hutan Lestari
(Dr.Ir. Agus Justianto, MSc.)

2

4

Dr. Ir. Bambang Hendroyono, M.M.

유역관리 및 산림복원총국 Pengelolaan Daerah Aliran Sungai dan
Rehabilitasi Hutan  (Ir. Dyah Murtiningsih, M.Hum.)

Secretary General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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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ariat General

2

A

산지기획 및 환경정비총국 Planologi Kehutanan dan Tata Lingkungan
(Dr.Ir. Ruandha Agung Sugardiman, M.Sc.)

NAME

총국
(Direktorat
Jenderal)

1

WORK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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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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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OF STRUCTURAL OFFICIAL (ECHELON I & II)

-

OFFICE ADDRESS

차관  (Dr. Alue Dohong M.Sc.) 2019.10.25. ∼ 현재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3rd Floor,
Phone : (+62-21) 5720224

장관  (Dr.Ir. Siti Nurbaya M.Sc.) 2014.10.27. ∼ 현재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3rd Floor, Phone
: (+62-21) 5730178 Ext. 141/178

기타

Ir. Samidi, M.Sc.

조직

Dr. Ir. Apik Karyana, M.Sc.

구분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2nd Floor,
Phone : (+62-21) 5720221 Ext.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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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9th Floor, Phone
: (+62-21) 5720201 Ext. 340/34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3rd Floor, Phone
: (+62-21) 5733039, 5700232, 5730188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조직(2021.12.31.현재)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st Floor, Phone
: (+62-21) 5705099 Ext. 6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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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Abdul Hakim, M.For.St.

246

Ir. Asep Sugiharta, M.Sc.

Ir. Herry Subagiadi, M.Sc.

Drs. Amral Fery, M.Si.

Dr. Drh. Adbul Muin, M.Si.

Ni Nyoman Santi, S.T., M.Sc

Dr. Mini Farida, S.T., M.Si

Ir. Darhamsyah, M.Si.

Dr. Drh. Abdul Muin, M.Si. (Act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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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Tasdiyanto, SP., 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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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of Center for Environment
and Forestry Engineering
Head of Center for Data and
Information

Head of Center for Policy Analysis
Head of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Sumatra Ecoregion
Head of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Java Ecoregion
Head of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Bali and Nusa
Tenggara Ecoregion
Head of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Kalimantan Ecoregion
Head of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Sulawesi and Maluku
Ecoregion

Head of Center for Development
Control of Papua Ecoregion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Center and Local Government
Coordination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Industry and International Trade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Energy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Natural Resource Economy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for
Food
Inspectorate General
Inspector General
Secretary
Inspector Regional I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B
1
2
3

Sri Sultrarini Rahayu, S.Hut., M.P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3th Floor,
Phone : (+62-21) 5730711 Ext. 711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0th Floor,
Phone : (+62-21) 5730372 Ext. 343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0th Floor Phone:
(021) 5730349, 5730366 Ext 366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3rd Floor, Phone
: (+62-21) 5730385, 573020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3rd Floor, Phone
: (+62-21) 5730385, 5730203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3rd Floor, Phone
: (+62-21) 5730385, 5730307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3rd Floor, Phone
: (+62-21) 5730385, 5730205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3rd Floor, Phone
: (+62-21) 5730385, 5730202

Jl. Selat Madura No.4 Biak Numfor, Papua, Phone :
(+62-981) 2911354

Jl. Perintis Kemerdekaan Km.17 Makassar, Sulawesi
Selatan. Phone : (+62-411) 555701, 555702 email :
p3esuma.sekretariat@gmail.com

Jl. Jend. Sudirman No. 19A Balikpapan, Kalimantan
Timur, Phone : (+62-542) 738375, 749206 email :
p3ekalimantan@gmail.com

Jl. Ir. Juanda No.2 Nitimandala, Renon, Denpasar,
Bali, Phone : (+62-361) 228237, 244172 email :
p3ebalinusra@gmail.com

Jl. Siliwangi No. 100 Nogotirto, Gamping, Sleman,
Yogyakarta, Phone : (+62-274) 625800, 625811

Jl. H.R. Soebrantas Km 10.5, Panam, Pekanbaru, Phone
: (+62-761) 6296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4th Floor,
Phone : (+62-21) 5720226 Ext. 71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2nd Floor,
Phone : (+62-21) 5730212 Ext. 4029 email :
pusdatin@menlhk.go.id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2nd Floor, Phone
: (+62-21) 57902964 Ext. 663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8th Floor,
Phone : (+62-21) 5733433 Ext. 70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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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r. Suhaeri, M.Si. (Acting)

Ir. Laksmi Wijayanti, M.CP.

Dr. Ir. Mahfudz, M.P.(Acting)

Ir. Noer Adi Wardojo, M.Sc.

Head of Center for Environment
and Forestry Standardiza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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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ate General of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system

Suharyono, S.H., M.Si., M.Hum.

Ahmad Munawir, S.Hut., M.Si

Ir. Jefry Susyafrianto, M.M.

Drh. Indra Exploitasia, M.Si.

Dr. Nandang Prihadi, S.Hut., M.Sc.

Ir. Irzal Azhar, M.Si. (Acting)

Hartono (Acting)

Ir. Ammy Nurwati, M.M.

Ir. Arief Mahmud, 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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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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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i Mulyanto, S.Pd., M.Si. (Acting)

Inspector of Investigation

Director General
Secretary
Director of Planning of
Conservation Area
Director of Management of
Conservation Area
Director of Species and Genetic
Biodiversity Conservation
Director of Environmental Service
of Conservation Area

Director of Ecosystem
Management and Recovery
Head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North
Sumatera
Head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Riau
Head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West
Java
Head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East Java
Head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East
Nusa Tenggara
Head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South
Sulawesi
Head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Papua
Head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gency of West
Papua

7
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Ir. Hartojo (Acting)

Ir. Asep Sugiharta, M.Sc.

Ir. Wiratno, M.Sc.

Ardyanto Nugroho, S.Hut., M.M.

Ade Tri Ajikusumah, S.E., M.Si.

Inspector Regional IV

6

Jl. Raya Klamono Km.16 Sorong, Papua Barat, Phone :
(+62-951) 321986 email : ksda_papbar@yahoo.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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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Raya Abepura, Sentani Kotak Pos 1217 Hedam,
Heram Tanjakan Ale-Ale, Padang Bulan Waena,
Jayapura, Papua, Phone : (+62-967) 5170465 email :
bbksdapapua@yahoo.co.id

Jl. Perintis Kemerdekaan 1 Km.8 Makassar, Phone :
(+62-411) 590371 email : ksdasulsel@gmail.com

Jl. S.K. Lerik No.1 Kelapa Lima Kupang, East Nusa
Tenggara, Phone : (+62-380) 832211 email :
bbksdantt@gmail.com

Jl. Bandara Juanda, Surabaya, Phone : (+62-31)
8667239 email : bbksdajatim@yahoo.co.id

Jl. Gedebage Selatan No.117 Rancabolang, Bandung,
Phone : (+62-22) 7567715

Jl. H.R. Soebrantas Km.8,5 Pekanbaru, Phone : (+62-761)
63135 email : bbksdariau@ymail.com

Jl. S.M. Raja No.14 Km.5.5 Marindal, Medan, Phone :
(+62-61) 7860606 email : bbksdasumut@yahoo.co.id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4th Floor,
Phone : (+62-21) 5746336 Ext. 854

Jl. Ir. H. Juanda 15 Bogor, Phone : (+62-251) 8324013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7th Floor,
Phone : (+62-21) 5720229 Ext. 771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7th Floor,
Phone : (+62-21) 5720229 Ext. 763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4th Floor,
Phone : (+62-21) 5700242 Ext. 24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8th Floor, Phone
: (+62-21) 573031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8th Floor, Phone :
(+62-21) 573031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4th Floor,
Phone : (+62-21) 5730632 Ext. 63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4th Floor,
Phone : (+62-21) 5730632 Ext. 63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9th Floor, Phone
: (+62-21) 5730371 Ext. 371

Moh. Noor Andi Kusumah, ST.,
M.Sc.

Inspector Regional III

5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3th Floor,
Phone : (+62-21) 5730820 Ext. 820

Joko Yunianto, S.Hut., M.Si.

Inspector Regional I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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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ono Puroso(Acting)

Ismanto, S.Hut., M.P.(Acting)

Wasja, S.H. (Acting)

Novita Kusuma Wardani (Acting)

Head of Kerinci Seblat National
Park
Head of Bukit Barisan Selatan
National Park
Head of Gunung Gede Pangrango
National Park
Head of Bromo Tengger Semeru
National Park
Head of Lore Lindu National Park
Head of Teluk Cendrawasih
National Park
Head of Betung Kerihun and
Danau Sentarum National Park

Directorate General of Watershed Management and Forest Rehabilitation
Director General

Secretary
Director of Planning and
Monitoring of Watershed
Management
Director of Forest Tree Seed
Development
Director of Forest Rehabilitation

Director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rector of Inland Water and
Mangrove Rehabilitation

Directorate General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
Director General
Secretary
Director of Preparation Areal for
Social Forestry

16

17

18

19

20

21

22

23
D
1

2

3

4

5

6

7
E
1
2

3

Syafda Roswandi, S.Hut., M.Si.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4th Dloor,
Phone : (+62-21) 573018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1th Floor,
Phone : (+62-21) 5720202 Ext. 387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1th Floor, Phone :
(+62-21) 5720202 Ext. 621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6th Floor,
Wing B, Phone : (+62-21) 5730166 Ext. 4050 email :
dir.pkpd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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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r. Mahfudz, M.P.

Dr. Ir. Bambang Supriyanto, M.Sc.

Ir. Inge Retnowati, M.E.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Lt. 12,
Phone : (+62-21) 5730166 Ext. 477 email :
dit.kphl@gmail.com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3th Floor,
Phone : (+62-21) 5730166 Ext. 190/175 email :
pth.tatausaha16@gmail.com
Nikolas Nugroho Surjobasuindro,
S.Hut., M.T
Dr. Muhammad Zainal Arifin, S.Hut.,
M.Si.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3th Floor,
Phone : (+62-21) 5730166 email : dit.kta@gmail.com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3th Floor,
Phone : (+62-21) 5730151 Ext. 152 email :
pepdas2016@gmail.com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2th Floor,
Phone : (+62-21) 5730125 Ext. 109 email :
pdashl.tu@gmail.com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2th Floor,
Phone : (+62-21) 5730129, 5730130

Jl. Banin No.6 Kedamin Hilir Putussibau, Kapuas Hulu,
Kalimantan Barat, Phone : (+62-567) 21935

Jl. Drs. Essau Sesa Sowi Gunung Kotak Pos 229
Manokwari, Papua Barat, Phone : (+62-986) 212303
email : telukcenderawasih@gmail.com

Jl. Prof. M. Yamin No.53 Palu, Sulawesi Tengah, Phone :
(+62-451) 547623

Jl. Raden Intan No.6 Malang, Jawa Timur,
Phone : (+62-341) 491828 email :
bromotenggersemerutn@gmail.com

Jl. Raya Cibodas PO Box 3 Sdl Cipanas, Cianjur, Phone :
(+62-263) 512776 email : teknistnggp@gmail.com

Jl. Ir. H. Juanda No.19 Kotaagung Tanggamus,
Lampung, Phone : (+62-722) 21064 email :
btnbbs@gmail.com

Jl. Basuki Rachmat No.11 Kotak Pos 40 Sungai
Penuh, Jambi, Phone : (+62-748) 22250 email :
bbtnks@gmail.com

Jl. Selamat No.137 Kel.Sitirejo III Medan Amplas,
Medan, Phone : (+62-61) 7872919 email :
balai_tngl@dephut.go.id

Ir. Tandya Tjahjana, 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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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Sri Handayaningsih, M.Sc.

Ir. Dyah Murtiningsih, M.Hum.

Wahju Rudianto, S.Pi., M.Si

Manerep Siregar (Acting)

Ir. Jusman

Adhi Nurul Hadi (Acting)

Head of Gunung Leuser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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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Environmental
Partnership
Directorate General of Forestry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6
F

Ir. Roosi Tjandrakirana, M.SE.

Dr. Ir. R.A. Belinda Arunarwati
Margono, M.Sc.
Herban Heryandana, S.Hut., M.Sc.

Erik Teguh Primiantoro, S.Hut., MES.

Luckmi Purwandari, ST.,M.Si.
(Acting)
Dra. C.H. Nety Widayati, MT

Director of Planning for
Designa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Menegement Unit
Director of Inventory and
Monitoring Forest Resources
Director of Inauguration and
Stewardship of Forest Area
Director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Impact on
Regional and Policies Sector
Director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Impact

Directorate General of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Control

Ir. Sri Parwati Murwani Budisusanti,
M.Sc.

Secretary

Director General
Secretary
Director of Peatland Degradation
Control
Director of Pollution and coastal
Environmental Damage Control
Director of Water Pollution
Control
Director of Air Pollution Control

Director of Land Restoration

Directorate General of Climate Change Control
Director General
Secretary
Director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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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 Sri Tantri Arundhati, M.Sc.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6th Floor,
Phone : (+62-21) 5747053 Ext. 813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2th Floor, Phone
: (+62-21) 5730138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2th Floor,
Phone : (+62-21) 5730144 Ext. 144

Gedung B Lt.5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906677

Gedung B Lt.3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911207

Gedung B Lt.5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17257

Gedung B Lt.6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905638

Gedung B Lt.3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80110

Gedung B Lt.4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20886

Gedung B Lt.4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80107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6th Floor, Wing
C, Phone : (+62-21) 5705090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6th Floor, Wing
C, Phone : (+62-21) 57902982 Ext. 404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7th Floor, Phone
: (+62-21) 5730196 Ext. 196/28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7th Floor, Phone
: Ext. 195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5th Floor,
Phone : Ext. 291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7th Floor, Phone :
(+62-21) 5730325 Ext. 287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7th Floor, Phone
: (+62-21) 5730290 Ext.290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6th Floor, Wing
B, Phone : (+62-21) 5721326 Ext. 4047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8th Floor, Wing
B, Phone : (+62-21) 5730223 Ext. 451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4th Floor,
Phone : Ext.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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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s Rusly, S.Pi., M.Si.

Ir. Laksmi Dhewanthi, M.A.

Ir. Edy Nugroho Santoso

Drs. Dasrul, M.M., M.E., M.H.

Tulus Laksono, S.H

Ir. Sigit Reliantoro, M.Sc.

Dra. Laksmi Widyajayanti, M.Sc

Dr. Hanif Faisol Nurofiq, S.Hut., M.P.

Director General

1

Dr. Ir. Ruandha Agung Sugardiman,
M.Sc.

Dra. Jo Kumala Dewi, M.Sc.

Catur Endah Prasetiani, S.ST., M.T.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for Social Forestry

5

Ir. Muhammad Said, M.M.

Director of Land Tenure Conflict
and Customary For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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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Drs. Ignatius Wahyu Marjaka,
M.Eng.

Director of Sector and Regional
Resource Mobilization
Director of Forest Fire Control
Directorate General of Law Enforcement on Forestry and Environment

6

7
I

Vinda Damayanti, S.Si., M.Sc.

Jasmin Ragil Utomo, S.H.,M.M.
Ir. Sustyo Iriyono, M.Si.

Ir. Istanto, M.Sc.

Ir. Khairi Wenda, M.Si.

Director of Complain, Controlling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
Director of Enviromental Conflict
Resolution
Director of Forest Prevention and
Security
Director of Law Enforcement

Directorate General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r. Drasospolino, M.Sc.

Secretary

Director General
Secretary
Director of Forest Utilization
Planning
Director of Forest Utilization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of Forest Utilization
Business Control
Director of Dues and
Administration of Forest Products
Director of Processing and
Marketing of Forest Product

Directorate General of Management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Director General

Secretary
Director of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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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Novrizal Tahar, S.T., M.Si.

Gedung C Lantai 2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911208

Gedung A Lantai 4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80111

Gedung A Lantai 4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905637,
85905638 Ext. 21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6th Floor, Phone
: (+62-21) 5730267 Ext. 267/ 270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1th Floor,
Phone : (+62-21) 5730379 Ext. 393/ 38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1th Floor,
Phone : (+62-21) 5730163, 5730259 Ext. 393/ 38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6th Floor, Phone
: (+62-21) 5730393 Ext. 259/ 257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5th Floor, Phone :
(+62-21) 5730228 Ext. 228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5th Floor, Phone
: (+62-21) 5730237 Ext. 238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5th Floor, Phone
: (+62-21) 5732721, 5730240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4th Floor, Wing
C, Phone : (+62-21) 57902925 Ext. 884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4th Floor, Wing
C, Phone : (+62-21) 57903085 Ext. 88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4th Floor, Wing
C, Phone : (+62-21) 5746730 Ext. 4003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4th Floor,
Phone : (+62-21) 57902925 Ext. 887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4th Floor, Phone :
(+62-21) 57902925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4th Floor,
Phone : (+62-21) 5733446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3th Floor,
Phone : (+62-21) 5704618 Ext. 821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12th Floor,
Phone : (+62-21) 5746724 Ext. 809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6th Floor, Wing
A, Phone : (+62-21) 57903073 Ext. 4007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6th Floor, Wing
A, Phone : (+62-21) 5746337 Ext.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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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Sayid Muhadhar, M.Si.

Rosa Vivien Ratnawati, S.H., MSD.

Krisdianto, S.Hut., M.Sc., Ph.D.

Ade Mukadi, S.Hut., M.Si.

Ir. Misran, M.M.

Dr. Ir. Agus Justianto, M.Sc.

Yazid Nurhuda, S.H., M.A.

Dr. Drs. Sugeng Priyanto, M.Si.

Director Gener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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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R. Basar Manullang, M.M.

Dr. Ir. Syaiful Anwar,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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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r. Emma Rachmawaty, M.Sc.

Director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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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Achmad Gunawan Widjaksono,
MAS.

Dr. Ir. Haruki Agustina, M.Sc.

Dr. Nur Sumedi, S.Pi., M.P. (Acting)

Widhi Handoyo, SKM., M.T.

Yeri Permata Sari, S.Hut., M.T.,
M.Sc.

Dr. Ir. Krisfianti L. Ginoga, M.Sc.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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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 Ade Palguna Ruteka

Dr. Ir. Mariana Lubis, M.M.

Drs. Ade Palguna Ruteka (Acting)

Dr. Ir. Kusdamayanti, 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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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of Agency for
Standardization of Environment
and Forestry Instruments
Secretary of Agency for
Standardization of Environment
and Forestry Instruments
Head of Center for
Standardiz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nstruments
Head of Center for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ization of Disaster
Resilience and Climate Change
Instruments

Head of Center for
Standardization of Disaster
Resilience and Climate Change
Instruments
Head of Center for
Standardization Instrument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enter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Drs. Ade Palguna Ruteka (Acting)

Director of Recovery
Contamination and Emergency
Response to Toxic Materials
Agency for Standardization of Environment and Forestry Instruments
Ir. Ary Sudijanto, MSE.

Director of Verification of Toxic
and Non-Toxic Materials
Management

Head of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Secretary of Extens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gency
Head of Center for Forestry
Extension
Head of Center for Human
Resources Planning and
Development
Head of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for
Environment and Forestry
Head of Center for Community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Generation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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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edung C Lantai 2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17148 Ext.
316

Jl. Raya Puspitek Serpong Kawasan Puspitek Gd.
211 Tangerang Selatan, Phone : (+62-21) 7560065,
75872034

Jl. Mayjen Ishak Juarsa Gunung Batu Kotak Pos 141
Bogor, Phone : (+62-251) 8312841, 8313622,
837742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4th Floor,
Phone : Ext. 445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VII, 8th Floor,
Phone : (+62-21) 5720228 Ext. 800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4th Floor,
Phone : Ext. 131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 14th Floor, Phone :
(+62-21) 5731815 Ext. 825

Jl. Gunung Batu No.5 Bogor, Phone : (+62-251)
5790363

Jl. Gunung Batu No.5 Bogor, Phone : (+62-251)
5790363

Jl. Gunung Batu No.5 Bogor, Phone : (+62-251)
5790363

Jl. Raya Puspitek Serpong Kawasan Puspitek Tangerang
Selatan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7th Floor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ck IV, 7th Floor, Phone :
(+62-21) 579030688 Ext. 373

Gedung A Lantai 6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904930

Gedung A Lantai 5 Jl. D.I. Panjaitan Kav.24, Kebon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911114

Gedung A Lantai 5 Jl. D.I. Panjaitan Kav.24, Kebon
Ir. Sinta Saptarina Soemiarno, M.Sc. Nanas, Jakarta Timur, Phone : (+62-21) 85904932 Ext.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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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Yulia Suryanti, S.Si., M.Sc.

Director of Toxic Material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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