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자료집

Kofpi-2017-13520-01

발

간

등

록

번

제82호

Forest Investment Guide for Indonesia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인도네시아 (개정판) -

발간사

우리나라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은 1968년 인도네시아 천연림 개발 사업에
진출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1993년부터는 해외조림사업으로 전환하여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 국가에 34개 기업이 진출하여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등 약 431천ha의 조림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오지를 개척하는
기업들의 도전 정신은 물론, 1987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16년 이란에
이르기까지 세계 31개 국가와 산림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상지조사, 투자정보 제공, 융자지원제도 운영 등 기업 투자
활동을 지원한 노력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목재자원 확보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해외조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국의 산림투자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해외산림투자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국의 정확한 산림투자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
하고자 국가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실무
가이드가 해외산림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길잡이가 되어 더욱 많은 기업
들이 해외산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임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산림투자지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6. 12.
한국임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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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어표

HK

Hutan Konservasi
자연보전림

HP

Hutan Produksi
생산림

HPT

Hutan Produksi Terbatas
제한생산림

HPK

Hutan Produksi yang dapat Dikonversi
전용대상림

HL

Hutan Lindung
보호림

APL

Areal Penggunaan Lain
비산림 목적으로 할당된 산림지역

HGU

Hak Guna Usaha
경작권

IUPHHK-HA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Hutan Alam
천연생산림 목재 이용 허가권

IUPHHK-HTI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Hutan Tanaman
Industri 조림지 생산림 목재 이용 허가권

IUPHHK-RE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Restorasi Ekosistem
생태계 복원 목재 이용 허가권

IUPHHK-HTR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Hutan Tanaman
Rakyat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 이용 허가권

IUPHH-BK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IUPHHBK-HA

Izin Usaha Pemanfaan Hasil Hutan Bukan Kayu Hutan Alam
천연림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IUPHHBK-HT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Hutan
Tanaman 조림지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IUIPHHK

Izin Usaha Industri Primer Hasil Hutan Kayu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

IPKR

Izin Pengolahan Kayu Rakyat
커뮤니티 산림 목재 가공 허가권

IUIPHHBK

Izin Usaha Industri Primer Hasi Hutan Bukan Kayu
비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

IUPJL

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환경 서비스 이용 허가권

IUPK
Sylvopastura

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Sylvopastura
혼농임업(Sylvopasture)을 위한산림지역 이용 허가권

IPKH

Izin Pinjam Pakai Kawasan Hutan
산림지역 임대허가권

KHDTK

Kawasan Hutan Dengan Tujuan Khusus
특수 목적 산림지역

HHBK

Hasil Hutan Bukan Kayu
비목재 임산물

IUP RAPPANKARBON

Izi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 Penyimpanan
Karbon 탄소 흡수 및 저장의 상업적 이용 허가권

RAP KARBON

Penyerapan Karbon
탄소흡수

PAN KARBON

Penyimpanan Karbon
탄소 저장

PHPL

Pengelolaan Hutan Produksi Lestari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BUMN

Badan Usaha Milik Negara
국영기업

BUMD

Badan Usaha Milik Daerah
지방정부 소유 기업

BUMSI

Badan Usaha Milik Swasta Indonesia
인도네시아 사기업

BUMDES

Badan Usaha Milik Desa
마을 운영기업

BLU-PPH

Badan Layanan Umum Pembiayaan Pembangunan Hutan
산림개발 지원청 공공 서비스부

PIPPIB

Peta Indikatif Penundaan Pemberian Izin Baru
신규 허가권 발급 정지 지역 지도

SIUP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교역 사업 허가권

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투자 조정청

PTSP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원스탑 통합 서비스

주요 약어표

AMDAL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환경 영향 분석

IL

Izin Lingkungan
환경 허가서

SPPL

Surat Pernyataan Pengelolaan Lingkungan
생활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

UKL-UPL

Upaya Kelola Lingkungan – Upaya Pemantauan Lingkungan
환경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노력

IUPH

Iuran Usaha Pemanfaatan Hutan
산림 이용 허가권 수수료

KPHP

Kesatuan Pengelolaan Hutan Produksi
보호림 관리 부서

BKPH

Balai Pemantapan Kawasan Hutan
산림 기획청

BPHP

Balai Pemanfaatan Hutan Produksi
생산림 이용청

PNBP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세외 수입

NPWP

Nomor Pokok Wajib Pajak
납세자 등록 번호

KTP

Kartu Tanda Penduduk
신분증

DG of PHPL

Direktorat Jenderal Pengelolaan Hutan Lestari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총국(Directorate General)

DG of PSKL

Direktorat Jenderal Perhutanan Sosial dan Kemitraan
Lingkungan 사회임업 및 환경 파트너십 총국(Directorate General)

DG of PKTL

Direktorat Jenderal Planologi Kehutanan dan Tata Lingkungan
산림 계획 및 환경 거버넌스 총국(Directorate General)

RPHJP

Rencana Pengelolaan Hutan Jangka Panjang
장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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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1. 개요
1.1 면적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그리고 호주 다음
으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국가로 30%의 육지와 70%의 바다로 이뤄
졌으며 바다와 육지를 합한 총 면적은 500만 ㎢에 달한다. 아시아 지역에
서 인도네시아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국가이다. 인도네시아 최서
단과 최동단 간의 거리는 거의 자카르타와 서울 간 거리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는 17,504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섬의
개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이다.
약 9,000개 섬이 아직까지 명명되지 않았으며 약 6,000개의 섬은 무인
도이다. 인도네시아 해안선 길이는 약 81,000km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5개 섬은 약 48만 ㎢ 면적의 수마트라(Sumatera)와 약 13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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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Java), 약 54만 ㎢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 보르네오(Borneo), 약
18만 ㎢의 술라웨시(Sulawesi) 그리고 약 42만 ㎢의 파푸아(Papua)가
있다.
행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5개 주요 섬 및 4개 군도에 위치한 34개 주
(province)로 나눠진다. 수도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각 주의 토지면적
(해양지역 미포함)과 섬의 개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1> 인도네시아 면적 및 주별 섬 개수
주요지역
Aceh
북부 Sumatera
서부 Sumatera
Riau
Jambi
남부 Sumatera
Bengkulu
Lampung
Bangka Belitung
Riau Archipelago
DKI Jakarta
서부 Java
중부 Java
DI Yogyakarta
동부 Java
Banten
Bali
서부 Nusa Tenggara
동부 Nusa Tenggara
서부 Kalimantan
중부 Kalim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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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
Banda Aceh
Medan
Padang
Pekanbaru
Jambi
Palembang
Bengkulu
Bandar Lampung
Pangkal Pinang
Tanjung Pinang
Jakarta
Bandung
Semarang
Yogyakarta
Surabaya
Serang
Denpasar
Mataram
Kupang
Pontianak
Palangka Raya

토지면적(㎢)
57,956.00
72,981.23
42,012.89
87,023.66
50,058.16
91,592.43
19,919.33
34,623.80
16,424.06
8,201.72
664.01
35,377.76
32,800.69
3,133.15
47,799.75
9,662.92
5,780.06
18,572.32
48,718.10
147,307.00
153,564.50

면적 비율(%)
3.03
3.82
2.20
4.55
2.62
4.79
1,04
1.81
0.86
0.43
0.03
1.85
1.72
0.16
2.50
0.51
0.30
0.97
2.55
7.71
8.04

지역수
663
419
391
139
19
53
47
188
950
408
218
131
296
23
287
131
85
864
1,192
33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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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역
남부 Kalimantan
동부 Kalimantan
북부 Kalimantan
북부 Sulawesi
중부 Sulawesi
남부 Sulawesi
남동부 Sulawesi
Gorontalo
서부 Sulawesi
Maluku
북부 Maluku
서부 Papua
Papua
합계

주요도시
Banjarmasin
Samarinda
Bulungan
Manado
Palu
Makassar
Kendari
Gorontalo
Mamuju
Ambon
Ternate
Manokwari
Jayapura

토지면적(㎢)
38,744.23
129,066.64
75,467.70
13,851.64
61,841.29
46,717.48
38,067.70
11,257.07
16,787.18
46,914.03
31,982.50
97,024.27
319,036.05
1,910,931.32

면적 비율(%)

지역수

2.03
6.75
3.95
0.72
3.24
2.44
1.99
0.59
0.88
2.46
1.67
5.08
16.70

320
370
–
668
750
295
651
136
–
1,422
1,474
1,945
598

100

17,504

[그림 1.1] 인도네시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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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구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 10년마다 인구총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인도
네시아 독립 이후 인구조사는 6번(1961년, 1971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수행되었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총 인구는 2억 3,760만 명이다. 2016년 인도네시아 총 인구는 2억 5,50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수 기준 중국, 인도 및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의 민족 구성은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수백
개의 다른 민족 군(group) 및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중 2개 민족군
(group)은 자바(Java)인(전체 인구 중 41%)과 순다인(전체 인구 중 15%)
으로 알려져 있다. 두 민족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
는 자바(Java) 섬에서 기원한다. 참고로 자바(Java)섬에는 인도네시아 총
인구 중 거의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마트라(Sumatra) 섬을 포함할 경
우 전체 인구 중 80%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에 인구
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province)는
서부 자바(Java) (4,300만 명 이상)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주는 인도네시
아 최동쪽 지역인 서부 파푸아(Papua)이다(약 76만 명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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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0년과 2014년 주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
인구(천명)
2010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Jambi
Sumatera Selatan
Bengkulu
Lampung
Kepulauan Bangka Belitung
Kepulauan Riau
DKI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DI Yogyakarta
JawaTimur
Banten
Bali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Gorontalo
Sulawesi Barat
Maluku
Maluku Utara
Papua Barat
Papua
합계

인구증가율 (%)
2014

2000~2010

2010~2014

4,494.4
12,982.2
4,846.9
5,538.4
3,092.3
7,450.4
1,715.5
7,608.4
1,223.3
1,679.2
9,607.8
43,053.7
32,382.7
3,457.5
37,476.8
10,632.2
3,890.8
4,500.2
4,683.8
4,396.0
2,212.1
3,626.6
3,553.1
–
2,270.6
2,635.0
8,034.8
2,232.6
1,040.2
1,158.6
1,533.5
1,038.1
760.4
2,833.4

4,906.8
13,766.9
5,131.9
6,188.4
3,344.4
7,941.5
1,844.8
8,026.2
1,343.9
1,917.4
10,075.3
46,029.6
33,522.7
3,637.1
38,610.2
11,704.9
4,104.9
4,773.8
5,036.9
4,716.1
2,439.9
3,922.8
3,351.4
618.2
2,386.6
2,831.3
8,432.2
2,448.1
1,115.6
1,258.1
1,657.4
1,138.7
849.8
3,091.0

2.36
1.10
1.34
3.58
2.56
1.85
1.67
1.24
3.14
4.95
1.41
1.90
0.37
1.04
0.76
2.78
2.15
1.17
2.07
0.91
1.79
1.99
3.81
1.28
1.95
1.17
2.08
2.26
2.68
2.80
2.47
3.71
5.39

2.06
1.39
1.34
2.64
1.85
1.50
1.74
1.26
2.23
3.16
1.11
1.58
0.82
1.20
0.69
2.30
1.24
1.40
1.71
1.68
2.38
1.87
2.64
1.17
1.71
1.13
2.20
1.65
1.95
1.82
2.21
2.65
1.99

237,641.3

238,518.8

1.4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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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추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는 2025년 2억 7천만 명 이상에
달하고 2035년에는 2억 8천 500만 명 이상, 2045년에는 2억 9천만 명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이후에 가서야 인도네시아 인구는 줄
어들 전망이다.
빈곤과 관련하여 Antara 뉴스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빈곤층은
2014년 기록 대비 2015년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빈곤을 측정
하기 위해 기본적 욕구 충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기본적 욕구 접근법).
본 접근법에 따르면 빈곤은 지출로 측정될 수 있는 식량 및 비식량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층은 빈곤선 미만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을 보이고 있는 인구층을 가리
키는데. 2015년 3월 기준, 인도네시아 빈곤층 인구는(월 기준 1인당 빈
곤선 아래) 2,859만 명(11.22%)에 달하여 2014년 9월 2,773만 명
(10.96%) 대비 86만 명이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문제는 대부분 인구 밀집도와 관련된다. 마두라
(Madura)와 발리(Bali) 등 인접 소규모 섬과 더불어, 자바(Java)는
인도네시아 육지의 7%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지만 이 섬들에는 약 1
억 5,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자카르타(Jakarta) 도
시 지역(Jakarta, Tangerang, Bogor, Bekasi 그리고 Karawang)
의 인구는 2014년 3,060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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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파푸아(Papua) 주는 인도네시아 전체 토지의 22%를 차
지하고 있지만 인구의 1% 만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지역은 매우 낮은 인구 분포도를 가진 반면 대부분의 인구가 자바(Java)
와 발리(Bali) 등의 섬에 거주하고 있다.

일
반

<표 1.3> 2010년과 2014년 주별 인구 및 인구 밀집도 비율 분표
주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Jambi
Sumatera Selatan
Bengkulu
Lampung
Kepulauan Bangka Belitung
Kepulauan Riau
DKI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DI Yogyakarta
JawaTimur
Banten
Bali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Selatan

총 인구 비율
2010
1.90
5.46
2.04
2.34
1.30
3.14
0.72
3.20
0.52
0.71
4.04
18.12
13.60
1.45
15.75
4.48
1.64
1.89
1.97
1.85
0.93
1.53
1.50
0.95
1.11
3.38

현
황

㎢ 당 인구밀도

2014
1.95
5.46
2.04
2.45
1.33
3.15
0.73
3.18
0.53
0.76
4.00
18.25
13.29
1.44
15.31
4.64
1.63
1.89
2.00
1.87
0.97
1.56
1.33
0.25
0.95
1.12
3.34

2010
78
179
116
64
62
82
86
220
75
206
14,518
1,222
989
1,107
786
1,106
676
243
97
30
14
94
17
164
43
173

2014
85
189
122
71
67
87
93
232
82
234
15,173
1,301
1,022
1,161
808
1,211
710
257
103
32
16
101
26
8
172
46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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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 인구 비율
2010

㎢ 당 인구밀도

2014

2010

2014

Sulawesi Tenggara
Gorontalo
Sulawesi Barat
Maluku
Maluku Utara
Papua Barat
Papua

0.94
0.44
0.49
0.65
0.44
0.32
1.20

0.97
0.44
0.50
0.66
0.45
0.34
1.23

59
93
69
33
33
8
9

64
99
75
35
36
9
10

합계

100.00

100.00

124

132

주: 전체 인구 비율 ㎢ 당 인구 밀집도.

2. 자연환경
2.1 기후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따라 걸쳐 있어 집중 호우, 높은 습도, 높은 기
온 및 저풍 등의 특징을 가진 열대 기후이다.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이며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폭풍우는 1년 내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해안지역을 따라 1년 내내 매우 따뜻하고 때로
는 건조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다. 고산 지대는 더욱 선선하다.
인도네시아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절보다는 고도이다. 기온의
경우 약간의 일별 차이가 있으며 내륙 지역과 고산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 Jakarta의 연평균 기온은 26°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2,00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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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지역의 강수량은 연간 평균 1,800~3,200mm이며 몇몇 산악
지대에서는 고도에 따라 평균 6,100mm까지 증가한다. 수마트라(Sumatra)
와 칼리만탄(Kalimantan) 저지대의 경우 강수량은 3,000~3,700mm이며
남쪽으로 내려가 남서부 호주 사막에 가까울수록 강수량은 줄어든다. 평
균 습도는 82%이다. 낮은 강수량을 보이는 지역과 높은 강수량을 보이

일
반
현
황

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a. 인도네시아 총 면적의 약 0.6%는 연간 평균 1,000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인다. 여기에는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와 슐
라웨시(Sulawesi)의 팔루 계곡(Palu valley) 및 루욱(Luwuk)
등이 포함된다.
b. 연간 평균 1,000~2,000mm의 강수량을 보이는 지역은 누사 뜽가
라(Nusa Tenggara) 일부, 메라우케(Merauke) 그리고 주변 지역
인 말루쿠(Maluku) 지역이다(Aru 섬, Tanimbar)
c. 연간 평균 2,000~3,000mm 강수량을 보이는 지역은 수마트라
(Sumatera) 섬 동부 지역, 남부 칼리만탄(Kalimantan), 동부 칼
리만탄(Kalimantan), 서부 자바(Java) 및 중부 자바(Java), 파푸
아(Papua) 일부, 말루크(Maluku) 일부 및 술라웨시(Sulawesi) 섬
등이 있다.
d. 연간 3,000mm 이상의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은 서부 수마트라
(Sumatra) 고지대, 중부 칼리만탄(Kalimantan), 중부 파푸아
(Papua) 고지대 그리고 자바(Java), 발리(Bali), 롬복(Lombok) 및

11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숨바(Sumba)의 몇몇 지역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강수량을 보이는 곳은 중부 자바지역의 바투
란든(Baturaden)으로 연간 강수량이 7,069mm에 달한다. 가장 낮은 강
수량은 중부 술라웨시의 팔루(Palu)로 연간 강수량이 약 547mm인 가장
건조한 지역이다.

2.2 토양 유형
토양은 풍화를 겪은 암석으로부터 구성된다. 이러한 풍화 과정은
오랜 시간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다. 암석의 토양으로의 풍화과정은
미생물, 온도 및 수분 변화 과정에 따라 일어난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이르기까지 토양의 유형은 해당 지역 내 토양 분에 따라 상이하
다. 식물에 좋은 토양이란 50% 무기질, 유기질 그리고 5%에서 25%까
지의 수분으로 구성된 토양이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토양 유형이다:
a. 충적토(Alluvial l)

충적토는 보통 강의 흐름으로 운반된 퇴적물로 발생한 토양 유형이다.
이러한 토양은 상류를 따라 흘러온 하류 부분에서 주로 발견된다. 보통
갈색에서 회색을 나타낸다.
이 토양은 옥수수, 담배 및 기타 작물 등과 같은 농작물이나 논 등 농업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토성이 부드럽고 쉽게 경작 가능하여 큰 노동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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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마트라(Sumatra), 칼리만탄(Kalimantan), 술
라웨시(Sulawesi), 파푸아(Papua)와 자바(Java) 지역에 이러한 토양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b. 화산회토(Andosol)

일
반

화산회토는 화산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화산토의 한 종류로 매우

현
황

비옥하며 작물재배에 좋다.
색은 회색빛 갈색을 띠며 무기질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식물에 좋다.
이러한 토양은 전 세계 모든 유형의 식물에 적합하다. 화산회토는 대부분
화산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자바(Java), 발리(Bali), 수마트라
(Sumatra) 그리고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c. 미숙토(Entisol)

미숙토는 화산회토와 유사하며 진, 모래, 용암 및 화산 자갈 등 화
산 분출물들의 풍화작용의 결과로 생성된다.
이러한 유형의 토양 역시 매우 비옥하고 상대적으로 생성기간이 짧으며
족자카르타(Yogyakarta)의 빠랑뜨리띠스 해변(Parangteritis Beach),
자바(Java) 그리고 화산이 있는 기타 지역 등 화산 지역과 멀지 않은 곳
에서 쉽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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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루모졸토(Grumusol)

그루모졸토는 석회암과 응회암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무기질 성분이 낮아 비옥하지 않으며 작물재배에 적합하지 않다.
토성은 특히 건기에 매우 건조하며 쉽게 갈라지고 흑색을 띤다. 이 토양
은 보통 해수면에서 최대 300m에 위치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높낮이
가 있는 지형 저지대에 있다. 그루모졸토 지역에서의 온도 변화는 우기와
건기 사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루모졸토는 중부 자바(Demak,
Jepara, Pati, Rembang), 동부 자바(Ngawi, Madiun) 그리고 동부 누
사 뜽가라 (Nusa Tenggara) 등에 분포되어 있다. 그루모졸토는 건조한
토성으로 티크 조림에 적합하다.
e. 부식토(Humus)

부식토는 식물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다. 영양질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매우 비옥하다. 따라서 작물재배에 좋아 농업에 매우 훌륭한 토양이다.
이러한 토지는 영양분과 무기질 함량이 높으며 색은 다소 검정계의 갈색을
띤다. 이러한 종류의 토양은 산림이 많은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수마
트라(Sumatra), 보르네오(Borneo), 자바(Java), 파푸아(Papua) 그리
고 술라웨시(Sulawesi)의 몇몇 지역 등에 퍼져있다.
f. 라테라이트토(Laterit)

라테라이트토는 철과 알루미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색을
띤다. 이러한 종류의 토양은 특히 농촌지역 및 마을 등 여러 곳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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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라테라이트토는 오랜 토양으로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식물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 칼리만탄(Kalimantan), 람픙(Lampung), 서부 자바
(Java), 그리고 동부 자바(Java)에서 찾아볼 수 있다.
g. 라토졸토(Latosol)

일
반

이러한 유형의 토양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데 이 토양은 퇴적물과

현
황

변성암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다. 라토졸토의 특징으로는 색이 적황색
을 띄며 점토의 질감을 가지고 있고 상부토층에 위치한다. 라토졸은 높
은 강수량과 습도를 가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해수면 300~1,000m
의 높이에서도 발견된다. 라토졸 역시 철과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기 때
문에 비옥하지 않다. 주로 술라웨시(Sulawesi), 람픙(Lampung), 동･서
부 칼리만탄(Kalimantan), 발리(Bali) 및 파푸아(Papua)에서 발견된다.
h. 리토솔(Litosol)

리토솔은 새로운 토양으로 아직 어린 토양이다. 기후변화, 지형 및 화산
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다. 무기질과 영양분을 얻기 위한 수목 식재를 통
해 이러한 유형의 토양을 개발할 수 있다. 토성은 부드럽고 모래 색깔이
며 심지어 바윗돌 등으로 이뤄져있다.
높은 구릉,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 보통 발견되며 주로 서부 누사 뜽
가라(Nusa Tenggara), 중부 자바(Java), 서부 자바(Java) 그리고 술라
웨시(Sulawesi)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I. 석회암토

이 토양은 석회암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다.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많
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작물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티크나 기
타 활엽수 등에는 적합하다. 석회암토는 족자카르타(Yogyakarata)의 남
쪽 산악지대와 같이 건조한 지역 그리고 중부 자바(Java), 서부 자바
(Java), 동부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 등 석회암 산림 지역에 분
포되어 있다.
j. 점토

점토는 지름이 4㎛ 이하인 알루미늄과 규산염의 혼합물로 구성된 토
양 유형이다. 점토는 탄산에 의해 진행되는 이산화규소 풍화작용으로
형성되며 지열활동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점토는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보통 기타 목적 등 공예품을 만드는데 사
용된다. 점토는 어두운 회색을 나타내며 거의 검정색으로 변하고 땅이나
지표면에서 발견된다. 점토는 인도네시아 지역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단지 토양의 깊이만 차이가날 뿐이다.
k. 적황색 포드졸토(Red-Yellow Podzolic)

적황색 포드졸토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매우 쉽게 발견된다. 적황
색의 색깔을 띠며 무기질과 유기질로 구성되어 빗물에 의한 침출에 취약
하다. 따라서 이러한 토양의 비옥도를 위해서는 유기질을 제공해 주는 식
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양은 농장이나 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수마트라(Sumatra), 술라웨시(Sulawesi), 파푸아(Papua), 칼리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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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antan), 그리고 자바(Java) 특히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l. 사토

사토는 바위 모래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다. 보통 해변가나 군도 주위의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사토는 토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수분과 무기질
함량이 없다. 사토는 인도네시아의 모래지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군도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사토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사토에 적합한 식물 유형은 덩이줄기이다. 인도네시아 거
의 모든 지역에서 사토를 찾아볼 수 있다.
m. 이탄토

이탄토는 반정도 부패된 식물이 축척되어 형성되며 높은 유기질 함량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이탄토는 분지, 해변, 습지와 같이 젖어있거나
수분으로 포화상태인 토지에서 발견된다. 이탄토는 다양한 동식물종이
살고 있는 이탄림 형태의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탄림은 더 많은 탄소
를 저장할 수 있다. 이탄의 깊이는 최대 20m이다. 많은 양의 탄소 저
장 능력 이외에도 이탄토는 자신의 무게 이상으로 수분을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탄토는 우기에 홍수 예방에 유용하며 건기때에는 저수지 저
장의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이탄토는 수마트라(Sumatra), 파푸아
(Papua), 칼리만탄(Kalimantan) 등에서 발견되며 1~12m까지의 깊이
를 나타낸다. 몇몇 지역은 최대 20m의 깊이를 보이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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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형
인도네시아 군도는 세 개의 주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
중 한 곳은 수마트라(Sumatra), 자바(Java), 칼리만탄(Kalimantan)과
더불어 이들 사이에 놓인 순다 대륙붕(Sunda shelf)에 위치한 해양 수
심이 210m 이하인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지역은 사훌 대륙붕
(Sahul shelf)에 위치한 이리안 자야(Irian Jaya)와 아루섬(Aru Isles)
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수심을 가진 호주의 북부 해안에서부터 북쪽
으로 퍼져 나간다. 이러한 두 개의 대륙붕 사이에는 소순다열도(Lesser
Sunda Islands), 말루쿠섬(Moluccas), 그리고 술라웨시(Sulawesi) 등
이 있는데 이들은 수심이 4,570m에 달하는 바다로 둘러쌓여 있다. 큰
섬에는 광활한 저지대와 해안 평야지대에서 시작되는 중앙 산맥이 있다.
많은 휴화산 및 활화산들이 섬에 산재해 있는데 이는 강에 의해 평야나
저지대로 휩쓸려오는 엄청난 화산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인도네이사
에는 약 100개의 화산이 존재한다). 산봉우리는 자바(Java)와 수마트라
(Sumatra)의 경우 3,650m까지 올라간다. 자바(Java), 발리(Bali) 그리
고 롬북(Lombok)에는 광활한 저지대 평야와 완만한 경사의 경작가능한
산등성이가 있다. 광활한 습지림과 크게 비옥하지 않는 구릉지대 등이
칼리만탄(Kalimantan)에서 발견된다. 수마트라(Sumatra)의 동쪽 해안
선은 늪, 범람원 그리고 안쪽 내륙 지역으로는 경작에 적합한 충적 단구
등을 접하고 있다. 산지형은 술라웨시(Sulawesi)에서 주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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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플로레스(Flores) 섬 지진으로 2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
다. 1994년에는 200명 이상이 동부 Java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로
사망하였다. 2000년 수마트라(Sumatra)에서는 진도 7.9의 지진으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일
반

2004년 12월 26일에는 끔찍한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와 이웃 아시아
국가를 덮쳤다. 수마트라(Sumatra) 해안에서 남쪽으로 324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해저 지진으로 인해 반다아체(Banda Aceh) 도시는
2005년 기준 가장 오랜 시간을 기록한 10분간의 지진을 겪었다. 이로
인해 800km/h 속도의 쓰나미가 본토를 덮쳐 약 131,000명이 사망하고
대략 38,000명이 실종되었다. 쓰나미는 마을 전체와 인도네시아 해안
지역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2005년 2월 19일 진도 6.5의 지진이 술라웨시(Sulawesi)를 덮쳤다.
시믈루에(Siemulue)에서는 2005년 2월 26일 6.8 진도의 지진을 경험
하였다. 2005년 3월 28일에는 진도 8.7 지진이 니아스(Nias)와
(Siemulue)의 작은 섬 모두를 덮쳤다. 100년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집들이 손실되었다. 2005년 5월
14일에는 니아스(Nias)에서 지진이 발생(진도 6.8)하였으며 2005년 7
월 5일에도 지진이 발생하였다(진도6.7). (Simeulue)에는 2005년 5월
19일 진도 6.7의 지진이 강타하기도 하였다. 2006년 5월 족자카르타
(Yogyakarta)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도 5.9로 여러 고대 유적지뿐 아니
라 건물들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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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구조
수하르토(Soeharto)의 “신규 질서” 정부 후반기 동안, 인도네시아는
오직 3개의 합법적 정치기구만을 인정하였다: 집권 정치당인 골카르당
(Golkar), 무슬림 지원의 개발연합당(PPP), 그리고 인도네시아 민주당
(PDI)이 바로 그것이다.
1998년 수하르토(Soeharto) 체제의 붕괴 이후, 많은 새로운 정당들
이 설립되었으며 1999년 의회 선거에서는 48개 정당이 2009년 선거에
는 38개 정당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가져야
만 한다. 그 결과 오직 12개 정당만이 2014년 선거에 참여하였다.
2014년 입법투표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정당인 인
도네시아 민주당이 의회에서 109석을 차지하였으며, 골카르당(Golkar)
이 91석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골카르당(Golkar)은 과반수 KPM
야당에 속한다. 2016년 1월 초, 야당 골카르당(Golkar)은 동남아시아
내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힘의 균형 이동을 달성하기 위한 움
직임으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집권 연합당을 공식적으
로 지지할 예정이다. 집권 연합당은 현재 의회 560석 중 256석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골카르당(Golkar)의 지원이 공식화될 경우 이는 의석
수 62%인 347석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14년 총선거에서의 정당별 의회(DPR) 의석수 및 투표수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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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14년 총선거 정당별 의회(DPR) 의석수 및 총 득표수
득표수
전체
1. Partai Nasional Demokrat
Nasdem 당
2. PartaiKebangkitanBangsa
국민각성당
3. PartaiKeadilan Sejahtera
번영정의당
4. Partai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인도네시아 민주당 Struggle
5. PartaiGolonganKarya
Golkar 당
6. PartaiGerakan Indonesia Raya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
7. PartaiDemokrat
민주당
8. PartaiAmanat Nasional
국가위임당
9. PartaiPersatuan Pembangunan
통일개발당
10. PartaiHatiNurani Rakyat
인민양심당
11. PartaiBulanBintang
초승달과 별당
12. PartaiKeadilandanPersat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정의 및 통합당

의석수
%

전체

%

8,350.812

6.68

35

6.25

11,298.957

9.04

47

8.3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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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204

6.79

40

7.14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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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1.471

18.95

109

19.46

18,432,312

14.75

91

16.25

14,760.371

11.81

73

13.04

12,728.913

10.19

61

10.89

9,481.621

7.59

49

8.75

8,157.488

6.53

39

6.96

6,579.498

5.26

16

2.86

1,825.750

1,46

-

-

1,143.094

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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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1. 대통령 : Joko Widodo
2. 부통령 : Yusuf Kala
3. 정부형태 : 공화국
4. 국가형태 : 단일 국가
5. 정부 기본 철학 : 5가지 원칙
a) 유일신 신앙
b) 공정하며 문명화된 인류
c) 인도네시아 통합
d) 의원 간의 숙고의 지혜를 통한 민주주의
e)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정의
6. 정부체제 : 대통령제
인도네시아 정부체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지역 자치성의 원칙을 가진 단일 국가이며 영토는 주(province)로
구분된다.
b)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국민의
직접대표로 함께 선출된다.
c) 내각 혹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d) 의회는 국회(DPR)와 지역대표협의회(DPD)인 양원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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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며 의회는 입법권과 행정부(정부)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e) 사법권은 대법원과 그 아래 사법기구들에 의해 행사된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내각: 일하는 내각(Working

일
반

Cabin), 4개의 조정부처와 30개의 부처 그리고 4개의 장관급 기관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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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다.
<표 1.5> Joko Widodo대통령 내각
No.
A.
1.

정부 부처
국가조정부
정치, 법률 그리고 안보 조정부처;

장관
General (Retired) Dr. Wiranto

2.
3.
4.

경제 조정부처
해양업무 조정부처;
인적 개발 및 문화 조정부처

Dr. Darmin Nasution
General (Retired) Luhut Binsar Pandjaitan
Puan Maharani

B
1.
2.

부처
내무부
외무부

Tjahjo Kumolo
Retno Lestari Priansari Marsudi

3.
4.
5.

국방부
국무무
종교부

General TNI (Purn.) Ryamizard Ryacudu
Prof. Dr. Pratikto
Lukman Hakim Saifuddin

6.
7.
8.

정의 및 인권부
재정부
문화 및 초중등 교육부

Yasonna Laoly, P.Hd.
Sri Mulyani, P.Hd.
Prof. Dr. Muhadjir Effendy

9.

국가발전계획부/국가발전계획청

10.
11.

연구, 기술 및 고등교육부
보건부

Prof. Bambang Permadi Soemantri
Brodjonegoro, P.Hd.
Prof. Dr. Muhammad Nasir
Prof. Dr. dr. Nila Djuwita Anfasa Moeloek

12.
13.
14.

사회 서비스부
인력부
산업부

Khofifah IndarParawansa
Hanif Dhakiri
Airlangga Hartarto

15.

통상부

Enggartiasto Luk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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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부 부처

장관

16.
17.
18.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공공사업주택부
교통부

Ignasius Jonan
Basuki Hadimulyono, P.Hd.
Budi Karya Sumadi

19.
20.
21.

통신 및 정보부
농업부
환경산림부

Rudiantara
Dr. Andi Amran Sulaiman
Dr. Siti Nurbaya Bakar

22.
23.
24.

해양수산부
마을낙후지역이주민부
농업공간계획부/국가토지청

Susi Pudjiastuti
Eko Putro Sanjoyo
Dr. SofyanJalil

25.
26.
27.

국가기구 권력신장 및 관료 개혁부
국영기업부
중소기업부

Asman Abnur
Rini Soemarno
Anak Agung Gede Ngurah Puspayoga

28.
29.
30.

관광부
여성권력신장 및 아동보호부
청년 및 스포츠부

Arief Yahya
Dr. Yohana Yembise
Imam Nahrawi

C.
1.
2.

장관급 관료
법무장관
인도네시아 국군

Muhammad Prasetyo
General Gatot Nurmantyo

3.
4.

인도네시아 경찰청
관방 장관

General Tito Karnavian, P.Hd.
Dr. Pramono Anung

5. 경제지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국가이다. 산업은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전체 GDP의 46.5%). 그 중 가장 중요한 산업
은 제조업으로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이다(총생산량의 24%). 광산과 채
석 12%, 건설업 10%, 전기, 가스 그리고 수자원 공급은 0.75%를 차지
한다. 서비스 산업은 전체 GDP에서 38%를 차지한다. 서비스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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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문은 무역, 호텔 및 레스토랑(GDP 약 14%), 운송 및
통신(7%), 금융,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7%) 그리고 정부 서비스
(6%) 등이 있다. 그리고 농업이 나머지 1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2분기 5.18%(전년대비)

일
반

성장하여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물리치고 전분기 4.91% GDP 성장률(하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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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에서 급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2016년 8월초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분기별 계절미 조정 기준 인도네시아의 GDP는
2016년 2분기에 4.02% 가량 증가하였다.
2016년 2분기 5.18%의 GDP 성장률(전년대비)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국가인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며 이는
특히 금융 서비스와 보험 분야가 작년대비 13.51%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의 모든 하부 분야(채광업만 감소)에서의 성장을 바탕
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성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가계 소비는 2분
기에 상승하여 직전분기 연평균 성장 4.94%에서 5.04% 만큼 증가하였
다. 정부지출 역시 2016년 1분기 2.94%에서 2분기 6.28%로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투자 증가율은 1분기 5.57%에서 5.06%로 소폭 하
락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은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전분기 대비 그 하락속도는 더딘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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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GDP 성장률 데이터는 오랜기간 지속된 경제침체 및
안정화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제 다시 성장 가속을 시작하였음을 알리
는 낙관주의를 낳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Indonesia Investments)’는
이후에 인도네시아 2016년 2분기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데이
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표 1.6> 인도네시아 분기별 GDP 성장 2009~2016 (연간 % 변화)
연도

1분기

2 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2016

4.91

5.18

2015

4.73

4.66

4.74

5.04

4.8

2014

5.14

5.03

4.92

5.01

5.0

2013

6.03

5.81

5.62

5.72

5.6

2012

6.29

6.36

6.17

6.11

6.0

2011

6.45

6.52

6.49

6.50

6.4

2010

5.99

6.29

5.81

6.81

6.2

2009

4.60

4.37

4.31

4.58

4.6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6

6. 외국인투자
인도네시아 내 직접투자(국내 및 국외)는 2016년 상반기 298.1조 루
피아(IDR)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투자 실현액에서 14.8% 증가하였
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전년 동기대비 12.3% 상승한 195.5조 루
피아(IDR)를 달성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전체 투자 실현액 중 65.6%
를 차지하였으며 국내 직접투자(DDI)는 동기대비 20.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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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보면 인도네시아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7.9% 증가하였는데
전년 동기대비 17.1%(분기대비) 증가 속도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2016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가장 인기있는 투자 대상은
제지 및 인쇄산업(24억 달러), 금속, 기계 및 전자산업(16억 달러), 그리
고 화학 및 제약산업(15억 달러) 등이다. 2016년 인도네시아에 2번째로
큰 투자국가는 29억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한 일본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액 중 가장 큰 투자원 지위를 유지하였다.
2016년 1월에서 6월까지 싱가포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총 48억 9천
만 달러를 투자하였다(전체 2,675개 프로젝트). 이는 전년 동기 인도네
시아에 대한 싱가포르 투자액 32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
1.7>에서는 2011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증
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 인도네시아 외국인 및 국내 투자(조 루피아)
2014
Q1

Q2

2015
Q3

Q4

Q1

Q2

2016
Q3

Q4

Q1

Q2

국내직접
투자

34.6

38.2

41.6

41.7

42.5

42.9

47.8

46.2

50.4

52.2

외국인
직접투자

72.0

78.0

78.3

78.7

82.1

92.2

92.5

99.2

96.1

99.4

전체 투자

106.6

116.2

119.9

120.4

124.6

135.1

140.3

145.4

146.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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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Q1

Q2

Q3

2012
Q4

Q1

Q2

Q3

2013
Q4

Q1

Q2

Q3

Q4

국내직접
투자

14.1 18.9 19.0

24.0 19.7 20.8

25.2 27.5 27.5

33.1 33.5 34.1

외국인
직접투자

39.5 43.1 46.5

46.2 51.5 56.1

56.6 65.5 65.5

66.7 67.0 71.2

전체 투자

53.6 62.0 65.5

70.2 71.2 76.9

81.8 83.3 93.0

99.8 100.5 105.3

Source: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투자조정청(BKPM)
BKPM는 1달러당 13,900 루피아의 환율적용(2016년 국가 예산에서 정한 환율 적용)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실현은 아직 자바(Java) 섬에만 매우 집중되어
있지만 자바(Java) 외각 섬들에 대한 투자 역시 2016년 상반기 동안 높
은 속도로 증가하였다. 자바(Java)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12.4% 상승
하여 162.6조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기타 지역에 대한 투
자 합계액은 전년대비 17.7% 상승한 135.5조 루피아를 달성하였다. 자
바(Java) 이외 지역에서 투자 실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자바
(Java)의 경제발전과 인도네시아 타 지역 간에 상존하는 불평등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매우 환영할 만한 성과이다.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청투자조정청(BKPM) 의장은 2016년 전체 투
자실현 목표액인 594.8조 루피아(IDR)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
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그리고 다양한 전략적 분야 등에 대
한 보호 증대와 더불어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국내외 투자 증
대 및 ASEAN 경제 커뮤니티에서의 경쟁력과 경제 세계화 역동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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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가 폐쇄되거나 개방된 사업 분야
목록과 관련해 2016년 대통령령 No.44를 발표하였다. 대통령령
No.44-2016에 따른 특별 요건 하의 투자 개방 임산업에 대한 사업 분
야는 <표 1.8>에서 설명하고 있다.

일
반
현
황

사업 분야에 대한 특별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 사업체 위치
• 특별 허가권
• 국내 자본 100%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협력 틀 내 자본 소유 제한
<표 1.8> 특별 요건 하의 투자 개방 임산업 사업 분야
사업 분야

요건

사냥 공원에서의 사냥 사업

외국인 투자 최대 49%

야생 동식물 사육

외국인 투자 최대 49%

생태관광 사업

a. 외국인 투자 최대 51%
b. ASEAN 국가 외국인 투자 최대 70%

야생동식물 유전학 기술 이용 개발

환경산림부가 권고한 인도네시아 인증기관/
실험실과의 협력 성명서

2000 m3/년 역량 이상의 제재 산업

원자재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환경산림부 추천

베니어 산업

원자재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환경산림부 추천

합판 산업

원자재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환경산림부 추천

단판적층재(LVL) 산업

원자재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환경산림부 추천

우드칩 산업

원자재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환경산림부 추천.

목재펠릿 산업

원자재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환경산림부 추천.

천연림 목재 이용

국내 투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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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요건

임목 종자 및 묘종 수출입

국내 투자 100%

산림지역 물환경 서비스

국내 투자 100%

야생동식물(TSL) 채렵 및 유통

a. 국내 투자 100%
b. 환경산림부 추천

7. 교통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으로 경제 활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국가 교통 체계, 특히 육상 교통, 해상 및 항공 교통 등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몇몇 지역에서는 특히 동부지역의 경우 아
직까지 양질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진입로는 아
직 지역 및 경제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반면,
2016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자동차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9>는 지난 10년간 자
동차의 급격한 증대를 수치로 나타내주고 있다.
<표 1.10>은 도로 확장 증가율과 비교하기 위해 동기간(2005년에서
2014년) 도로 확장 증가율 관련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진입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약 3,733km에 달하
는 유료 도로를 세울 예정이다. 유료 도로로는, Cinere-Jagorawi(Cijago)
섹션 II, Soreang–Pasirkoja, Cimanggis–Cibitung, Cileunyi-uma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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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uanat 서부 Java; Sulawesi내 Manado-Bitung; 유료 도로 Trans
Sumatra, Kalimantan 내 고속도로 Balikpapan-Samarinda 등을 포함
한다.
일
반

<표 1.9>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 교통수단 증가
년도

교통수단 (대)
승용차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현
황

전체

2005

5,076,230

1,110,255

2,875,116

28,531,831

37,623,432

2006

6,035,291

1,350,047

3,398,956

32,528,758

43,313,052

2007

6,872,229

1,736,087

4.234,246

47,955,128

54,802,680

2008

7,489,852

2,059,187

4,452,343

52,767,093

67,336,644

2009

7,910,407

2,160,973

4,498,171

52,767,093

67,336,644

2010

8,891,041

2,250,109

4,687,789

61,078,188

76,907,127

2011

9,548,866

2,254,406

4,958,738

68,839,341

76,907,127

2012

10,432,259

2,273,821

5,286,061

76,381,183

94,373,324

2013

11,484,514

2,286,309

5,615,494

84,732,652

104,118,969

2014

12,599,138

2,398,846

6,235,136

92,976,240

114,209,260

출처: 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계, 2016

수마트라(Sumatera) 횡단 고속도로의 길이는 약 2,000km로 7개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 공사가 착수된 상태이다. 전체 약
39.9km 길이의 마나도(Manado)-비퉁(Bitung) 유료 도로는 현재 토지
취득 과정에 있는데 이 역시 거의 100% 완료되었으며 공사 역시 이미 시작되
었고, 2018년에는 도로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길이 99.02km의
발릭파판(Balikpapan)–사마린다(Samarinda) 유료 도로 역시 현재 토지
취득 과정에 있으며 공사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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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2005년~2014년 도로 길이 증가
년도

도로 길이(km)
아스팔트 도로

비 아스팔트 도로

전체(km)

2005

216,714

174,94

391,008

2006

223,343

183,226

406,569

2007

250,280

171,255

421,535

2008

258,744

179,015

437,759

2009

271,230

205,107

476,337

2010

277,755

209,559

487,314

2011

279,351

213,047

492,398

2012

285,252

216,717

501,969

2013

287,926

220,074

508,000

2014

295,968

221,695

517,663

[그림 1.2] 2016년 2월 Sumatera Lampung에서 유료도로 개발
시찰하는 Joko Widodo(오른쪽) 대통령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국경 지역에서의 도로 인프라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직접적으로 인접한 칼리만탄
(Kalimantan) 섬에는 서부 칼리만탄(Kalimantan), 동부 칼리만탄
(Kalimantan)과 북부 칼리만탄(Kalimantan)에 이르는 전체 771.36km
로 구성된 9개 구간의 도로가 건설될 전망이다. 2015년 8월 23일 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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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택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몇몇 구간에서는 아직 아스팔트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개방된 도로는 441.7km에 달하고 있다.
329.66km가 추가 개방되어야 전체 도로가 연결되게 된다.
동부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 주 국경 지역의 도로 개발은 전체

일
반

6개 구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길이가 171.56km에 달한다. 2015년

현
황

47km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도로는 2016년과 2017년에 마무리될 전망
이다.
파푸아(Papua) 도로망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연결된 파푸아(Papua)
도로망은 약 3,498km에 달하며 이 중 2,705km는 이미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완료되었다.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파푸아(Papua) 도로망은 전체
4,325km에 달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철로 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자바(Java)와 수
마트라(Sumatra) 섬에서만 철로 운송이 가능한 상황이다. 향후 5년 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18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자바(Java) 이외의
4개 섬 파푸아(Papua), 술라웨시(Sulawesi), 칼리만탄(Kalimanan), 수
마트라(Sumatra)에서 3,258km에 달하는 철로 운송망을 건설할 예정이
다. 이 철로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이후로 철로 분야에서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파푸아(Papua)에서의 최초 철로 공사는 마노콰리(Manokwari)-소롱
(Sorong) 노선 개발로 2016년 4월 시작되었으며, 마노콰리(Manokwari)나비레(Nabire) 구간은 2018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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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5년 11월 Sulawesi에서 철로 건설 시찰중인
Joko Widodo 대통령과 남부 Sulawesi 주지사

술라웨시(Sulawesi)에서의 철로공사는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마카
사르(Makassar)에서 파레파레(Pare-Pare)를 잇고 있다. 술라웨시
(Sulawesi) 철로 개발은 남쪽으로는 마카사르(Makassar)에서 시작하여
북부 마나노(Manado)를 잇는 노선으로 전체 2,000km에 달한다.
칼리만탄(Kalimantan)의 경우 서부 칼리만탄(Kalimantan) 국경 지
역에서의 철로 공사가 2015년 시작되었다. 칼리만탄(Kalimantan) 내
철로 개발은 약 2,428km 길이로 서부 칼리만탄(Kalimantan)의 폰티아
낙(Pontianak)에서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의 사마린다(Samarinda)
까지 이르게 된다.
북쪽으로는 아체(Aceh)에서 남부 람팡(Lampung)까지 이어지는 트랜
스 수마트라(Trans Sumatera) 철로는 약 2,500km로 2015년 5월 두마
이(Dumai)-리아우(Riau) 구간 공사가 시작되었다. 트랜스 수마트라
(Trans Sumatra) 철로 노선은 바다를 건너 자바(Java)섬에 이르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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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unda) 해협의 교량으로 연결되게 된다.
자바(Java)의 철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자카르타(Jakarta)
에서 동부 자바(Java)에 이르는 복선 철로를 건설하였다. 공사는 거의 완
공단계로 현재 사라단(Saradan)과 라몽안(Lamongan)에서의 교차점
때문에 몇몇 구간만이 사용 제한되어 있다. 자바(Java) 복선 철로는

일
반

2017년 말 완전히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황

항공운송 인프라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특히 국경지대와
가까운 지역 및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항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리아우(Riau) 내 아남바스(Anambas) 혹은 인도네시아와 필
리핀 국경에 위치한 북부 술라웨시(Sulawesi) 내 미앙가스(Miangas)
섬 등이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말루크(Maluku)와 파푸아(Papua)
등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역시 우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여전히 공사
중인 신규 공항은 <표 1.11>에서 참조할 수 있다. 신규 공항 개발은 [별
첨 1]에 기술된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있는 기존 공항을 보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상 운송 개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린틀(Marine Toll)
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대통령 선
거기간 동안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공약한 중심 프로그
램 중 하나이다. 이 마린틀(Marine Toll) 개념은 효율적이면서도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를 견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마린틀(Marine Toll)
개념을 통해, 대형 선박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역 물류의 운송이 이뤄지
게 되며 이에 따라 물류 비용이 더욱 저렴해진다. 이는 마린틀(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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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이 해양분야 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선 프로그램 중 하
나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의 이행은 심해항으로 지원되는데 사방
(Sabang)에서 메라우케(Merauke)까지 인도네시아를 횡단하는 대형 선
박에게 항로를 제공해주게 된다. 가장 긴 항로는 최대 5,000km로 지구
면적의 8분의 1에 달한다.
<표 1.11> 신규 건설된 혹은 건설 중인 15개 신규 공항
도 시

지 역

KabupatenAnambas
PulauTambelas, KabupatenBintan
PulauEnggano, Kab.Bengkulu Utara

Kepulauan Riau
Kepulauan Riau
Bengkulu

PulauMiangas, Kab. Kepulauan Talaud
KabupatenMorowali
BuntuKunik, Kab. Tana Toraja

북부 Sulawesi
중부 Sulawesi
남부 Sulawesi

Kufar, Kab. SeramBagianTimur
Namniwel, Kab. Buru
Pantar, Kab. Alor

Maluku
Maluku
동부 Nusa Tenggara

Pulau Moa, Kab. Maluku Barat Daya
Segun, Kab. Sorong
Sinak Korowai, Kab. Puncak

Maluku
서부 Papua
Papua

Manggelum, Kab. Boven Digul
Kabupaten Malang
P. Kangean, Kab. Sumenep

Papua
동부 Java
동부 Java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24
개 심해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 중 하나는 북부 수마트라(Sumatra)의
쿠알라 탄중(Kuala Tanjung)에 위치한 해항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
며 2018년 완공되어 운영될 전망이다. 쿠알라 탄중(Kuala Tanjung) 항
구 지역에는 2,200ha에 달하는 산업지가 건설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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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파푸아(Papua)의 소로(Solong) 심해항은 현재 행정 요건 처리
완료 단계이며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소롱(Sorong) 심해항은 전
체 7,000ha로 인도네시아 동부의 새로운 경제성장구역 중 하나가 될 특
별경제구역이다. 여기에는 조선소, 발전소 및 라자 암팟(Raja Ampat)

일
반

의 관광산업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현
황

탄중 프리오크 항구(Tanjung Priok), 동부 자바 수라비야의 탄중 프
락(Tanjung Perak), 남부 술라웨시(Sulawesi)의 마카사르(Makassar)
항구와 같은 기타 주요 항구 역시 완공되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해양 운송 인프라 개발은 인도네시아에서 물류 유통을 위한 육로 운송
의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공사업주택부 자료에 따르
면 인도네시아 물류 운송의 92%는 현재 육로로 이뤄지고 있다. 마린틀
(Marine Toll) 개념은 특히 인도네시아가 군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육로 운송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게 된다. [별첨 2]는 인도네시아
의 연안항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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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akassar 항구 컨테이너 남부 Sulawesi

8. 표준시간대
인도네시아 군도는 지리적으로 아체(Aceh) 내 UTC+6에서 서부 파푸
아(Papua) UTC+9에 이르기까지 4개의 표준시간대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영토에서 세 가지 표준시간대만을 인정하고 있
는데 이들은:
1. GMT 보다 7시간 빠른 인도네시아 서부시간(IWT) 이행:
a. 수마트라(Sumatra) 섬 모든 주 및 주변 섬, 다음 도시 포함: 반
다아체(Banda Aceh), 메단(Medan), 파당(Padang), 페칸바루
(Pekanbaru), 팔렘방(Palembang), 잠비(Jambi), 바탐(Batam)
그리고 반다르 람풍(Bandar Lampung).
b. 다음의 주요 도시를 포함한 자바(Java) 섬 내 모든 주: 반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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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ng), 수라비야(Surabaya), 자카르타(Jakarta), 세마랑
(Semarang) 그리고 족자카르타(Yogyakarta).
c. 칼리만탄(Kalimantan) 섬 내 두개 주: 서부 칼리만탄(Kalimantan),
중부 칼리만탄(Kalimantan). 다음의 주요 도시 포함: 폰티아낙
(Pontianak), 팔랑카리야(Palangkaraya), 그리고 삼핏(Sampit).
무아라뗴웨(MuaraTeweh) 그리고 마우라미누(Maurainu)는 비공
식적으로 중부 인도네시아 시간과 동일한 서부 인도네시아 서머
타임을 사용하고 있다.
2. G MT 보다 8시간 빠른(UTC+8) 인도네시아 중앙 시간(ICT) 이행:
a. 다음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여 술라웨시(Sulawesi) 섬 내 모든 주:
마카사르(Makassar), 마나도(Manado), 팔루(Palu) 그리고 고
론탈로(Gorontalo).
b. 다음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여 소순다열도(Lesser Sunda
islends) 내 모든 주: 덴파사르(Denpasar), 마타람(Mataram)
그리고 쿠팡(Kupang).
c. 칼리만탄(Kalimantan) 섬 내 3개 주: 다음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
여 북부, 동부 그리고 남부 칼리만탄(Kalimantan): 발릭판판
(Balikpapan), 반자르마신(Banjarmasin) 그리고 타라칸
(Tarakan).
3. GMT 보다 9시간 빠른(UTC+9) 인도네시아 동부시간 (IET) 이행:
a. 다음의 주요 도시 포함한 말루크(Maluku) 섬: 암본(Ambon), 테
르나테(Ternate) 그리고 티도레(Ti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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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여 서부 파푸아(Papua) 내 모든 주: 자야
푸라(Jayapura), 비아크(Biak) 그리고 메라우케(Merauke).
c. 주내 모든 주요 섬을 포함한 파푸아(Papua) 내 모든 주
서부 및 중부 시간대 간의 경계는 칼리만탄(Kalimanta) 중심부를 통
한 자바(Java)와 발리(Bali) 사이를 북쪽으로 관통하는 선이다. 중부 및
동부시간대 사이의 경계는 티모르(Timor) 동쪽끝에서 부터 술라웨시
(Sulawesi) 동쪽끝까지 북쪽으로 뻗쳐있다.
서머타임은 현재 열도 위치상으로 인해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에서 이행
되고 있지 않아 결국 해당 지역들은 각각의 시간대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5] 인도네시아 표준시간대

이를 비공식적으로 유일하게 따르지 않고 있는 예외지역은 무아라떼
웨(Muara-Teweh)과 마우라이누(Maurainu)로 이 두 지역은 서부 인
도 서머타임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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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 분류 및 피복

임
업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산림 관리제도는 산림 거버넌스 및 산림관리
계획 및 산림 이용에 관한 산림법 No 41/1999와 정부 규정 No. 6/2007에
기반한다. 한편 천연림 자원 보전의 경우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No.5/1990에 기반하고 있다.
산림법 No. 41/1999에 따르면 산림 현황에 기반한 인도네시아의 산림
지역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된다:
(1) 토지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지에 위치한 산림으로 정의되는 국영
산림
(2) 토지권이 적용되는 대지에 위치한 산림으로 정의되는 사유 산림
한편 산림 기능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산림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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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연보전림: 특정 성격을 가진 산림지역으로 생태계뿐 아니라 동식
물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b. 보호림: 생명 시스템 보호를 위한 주요 기능을 가진 산림 지역으로
수계를 정리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침식을 통제하고 염수침투를
방지하며 토지 비옥성을 유지한다.
c. 생산림: 목재 혹은 비목재 등 산림 기반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전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천연 보호구역 산림지역: 육지 혹은 해양지역이든 특별한 특징을
가진 산림지역으로 식물 및 야생동물의 다양성과 생태계를 생명
지원 체계로 보호하는 주요 기능을 가진다. 천연 보호구역과 야생
물 보호구역으로 구성됨.
(2) 자연보전 산림지: 국립공원(TN), 산림 공원(Tahura), 자연 공원
(TWA)로 구성됨.
(3) 사냥 리조트: 사냥 명소로 지정된 산림지역을 말함.
생산림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1) 영구생산림 택벌 혹은 개벌을 통해 임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산림
지역이다. 영구생산림의 지형은 보통 경사도, 저위 침식면 그리고
저강우 강도 등이 특징이다.
(2) 제한생산림 목재를 낮은 집약도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당된

44

Part Ⅱ. 산림 및 임업 현황

생산림이다. 제한생산림은 일반적으로 구릉 지역에 위치하는데
경사가 가파르기 대문에 벌목활동이 제한된다. 산업조림(HTI)을
위한 개벌은 제한생산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경사의 특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택벌 및 식재(TPTI) 관련 조림체계 수행만 허
용된다.
(3) 전환생산림 다른 목적으로 지정된 생산림 지역으로 비 임업 목적
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산
림
및

환경산림부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능별 산림지역은 다
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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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능별 인도네시아 산림지역
No.
A.

산림 기능

C

지역(ha)

자연보전지역
해양자연보전지역

5,320,929.00

육지자연보전지역

22,108,630.99

전체 자연보전지역
B

임
업

보호산림지역a

27,429,555.99
29,673,382.37

생산림지역
제한생산림지역

26,798,382.01

영구생산림지역

29,250,783.10

전환생산림지역

12,942,295.24

전체 생산림

68,991,460.35

전체 육지산림지역

120,773,441.71

전체 육지산림지역 및 해양자연보전지역

126,094,3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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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 피복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행한 노력 중 하나는
산림법 No. 41/1999 제 18조에 의거하여 산림지역 그리고 최소 30%로
정한 각 분수계와 섬에 대한 산림 지역 및 식피의 적정도를 규정, 유지하
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 지역에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산림 피복의 방대한
전환으로 산림지역이 축소되거나 감소되었다. 환경산림부는 1990년 이
후로 주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산림전용률을 측정해 오고 있다. 1990년
에서부터 2013년까지 산림전용률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산림전용률
기간

산림전용률

1990 – 1996

187만 ha/년

1996 - 2000

351만 ha/년

2000 - 2003

108만 ha/년

2003 - 2006

117만 ha/년

2006 - 2009

83만 ha/년

2009 - 2001

45만 ha/년

2001 - 2012

61만 ha/년

2012 - 2013

73만 ha/년

또한, 인도네시아 산림 피복도 재산정을 통해 연도별로 인도네시아
본토 대비 산림 지역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산림 지역이 인도네시아 본토 면적 대비 52.5%(9,870만ha)를 차지한
반면 2012년에는 52.2%(9,820만ha)로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산림지
역 비율이 51.3%(9,650만ha)로 비산림 지역은 48.7%(9,140만ha)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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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산림 피복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산림
지역 감소를 가져온 활동으로는 기타 분야 발전(농장, 농업 및 정착지/이
주)으로 인한 산림지역의 전환을 들 수 있다. 불법 거래 혹은 불법 벌목,
침식, 토지 점유 및 산불 등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매 3년마다 산림자원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을 통해 산림 지역에 대한 높은 압력이 감지된 바 있다. 2011년 이후 산림
산
림

자원 모니터링은 매년 행해지고 있다.

및

산림 피복도 재산정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산림 계획 및 환경 거

임
업

버넌스 총국(Directorate of Forest Planology and Environmental

현
황

Governance), 조사 및 산림자원 모니터링 부서(Directorate of
Inventory and Forest Resources Monitoring)가 제공한 디지털 데이
터로 정확 실측도 1:250,000의 자료이다. 2014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a. 1: 250,000 실측도의 기본 지도
b. Landsat Data Continuity Mission/Landsat 8 위성의 OLI 탑재
2014년도 이미지 해석 결과를 통한 토지 피복 디지털 데이터
<표 2.3>은 7개 군도/본토 혹은 33개 주 1,8780만 ha에 달하는 인도
네시아 전체 지역에 대해 행해진 토지 피복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토 산림 면적은 12,100만 ha(64.3%)이며 기타 토지 사용(APL)을 위

47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한 산림지역은 6,700만 ha(35.7%)이다. 백분율 측정은 인도네시아 전
체 국토(1,8780만 ha)를 바탕으로 한다. 수역(호수, 큰 개울, 바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피복 재산정의 최종 결과값은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국토에 걸쳐 산림 피복 면적은 9,600만 ha (51%)이며
비산림 토지는 약 9,200만 ha (49%) 이다.
• 인도네시아 국토 산림 면적은 약 12,100만 ha로 국토면적의 64%
이며, 이 중 임지는 약 8,800만 ha(47%)와 비산림지대 약 3,300만
ha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인도네시아 토지 피복(천 ha)
토지
피복
피복
무피복
합계

산림지역
영구림
HK

HL

17,532 24,043
4,371

5,595

21,903 29,638

HPT

HP

소계

APL
HPK

21,809 18,065 81,449 6,687

소계

%

%

7,631

전체

%

4.1 95,766

51.0

32,634 17.4 59,351 31.6 91,986

49.0

26,844 29,265 107,650 13,121 120,770 64.3 66,982 35.7 187,752

100

5,035 11,200 26,201 6,433

88,136 46.9

소계

전체 7개 대형 섬/군도 중, 가장 높은 산림 피복을 기록한 곳은 파푸아
(Papua)로 3,250만 ha, 인도네시아 전체 산림 피복 면적인 9,600만 ha
의 33.9%를 차지하였다. 두번째는 칼리만탄(Kalimantan)으로 2,560만
ha(26.7%)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작은 산림 피복을 보인 곳은 발리(Bali) 섬과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로 150만 ha(1.6%)를 기록하였다.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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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사항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인도네시아 7개 대형 섬/군도 내 산림지(천 ha)
산림지역
섬/본토
HK
Sumatera
Jawa

APL

영구림
4,024.4
389.3

HL

HPT

HP

소계

3,759.6 1,378.6 3,532.8 12,695.3
536.5

271.7 1,008.2 2,205.7

HPK

소계

%

소계

245.6 12,940.9 13.5 1,005.5
- 2,205.7

%

합계

1.0

13,946.4

2.3 771.8

0.8

2,977.5

Kalimantan

3,855.3

5,914.7 9,159.5 5,808.0 24,737.7

877.7 25,615.4 26.7 2,545.3

2.7

28,160.7

Sulawesi

1,556.3

3,540.9 2,441.6

703.6 8,242.5

285.6 8,528.1

8.9 802.6

0.8

9,330.7

190.9 1,498.0

18.2 1,516.2

1.6 674.1

0.7

2,190.3

807.1 3,725.3 1,137.9 4,863.3

5.1 277.6

0.3

5,140.8

8,479.8 6,941.6 6,014.6 28,344.1 4,122.4 32,466.5 33.9 1,553.4

1.6

34,019.9

17,531.7 24,042.8 21,808.8 18,065.3 81,448.6 6,687.5 88,136.1 92.0 7,630.3

8.0

95,766.4

Bali &Nusra

224.3

Maluku

574.0

Papua

6,908.1

전체

794.1

288.8

1,017.2 1,327.0

주석: 백분율은 인도네시아 전체 산림피복 면적인 9,600만 ha를 기초로 선정함

산림 기능을 기준으로 자연보전림의 산림 피복은 1,750만 ha(80%)이며
보호림의 산림피복률은 81.1%, 생산림의 산림피복률은 4,660만 ha
(67.3%)를 기록하였다. 한편 기타 목적 토지의 산림피복률은 11.4%를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2.5>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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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인도네시아 산림기능 기준 산림 식피
No.

산림기능

전체 면적
(천 ha)

피복 면적
(천 ha)

%

1

자연보전림

21,902.4

17,531.7

80.0

2

보호림

29,637.6

24,042.8

81.1

3

생산림
제한생산림

26,844.2

21,808.8

81.2

영구생산림

29,265.4

18,065.3

61.7

전환생산림

13,120.7

6,687.5

51.0

120,770.3

88,136.1

73.0

전체 산림지역 (1+2+3)
4

비산림 목적의 산림지역

전체 산림지역 및 비산림목적 (1+2+3+4)

66,981.6

7,630.3

11.4

187,751.9

95,766.4

51.0

2. 산림 정책 및 제도
2.1 산림 투자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림투자는 인가 또는 허가권을 획득하거나 현지
허가권 소유주 또는 산림관리기관과의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임업 투자에 대한 법적 기준은 산림법 No. 41/1999로 산림관리
및 산림관리 기획과 산림이용에 대한 정부 규정 No. 6/2007, No.
3/2008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투자 인허가는 오직 생산림과 보호
림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자연보전림(HK) 지역의 경우 사냥 인허가를 제
외하고는 투자 허가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자연보전림에 경제적 잠재
성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는 현지 지역관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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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도네시아 내 임업투자 유형이다:
a. 목재 이용 투자

• 산업 조림지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HTI)
• 천연림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HA)
• 천연림지역 생태계 복원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RE)
산
림

b. 비목재 임산물 이용 투자

및

• 천연 림 내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BK-HA)

임
업

• 조림지 내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BK-HT)

현
황

c. 지역 이용분야 투자

• 혼농임업(SylvoPasture)를 위한 이용지역 허가권(IUPK-SylvoPastura)
d. 환경서비스 이용 투자

• 탄소 흡수 및 저장 허가권(IUPJL- RAPPAN CARBON)
• 생태관광을 위한 환경서비스 이용 허가권(IUPJL-WA)
e. 비임업 목적의 지역 이용 투자

• 산림지역 임대 및 이용 허가권(IPPKH)
• 산림지역 용도변경 허가권(P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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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임산물 이용 가공 투자(임산업)

•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IPHHK)
• 비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IPHHBK)
규정에 따르면 상기 모든 허가권 신청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이
거나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받은 합법적 협동조합(cooperatives) 혹은 인
도네시아 사기업 및 국영 기업 또는 지방정부 소유 기업이어야 한다. 외국
인 투자자는 다음의 두 가지 옵션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1) 인도네시아 허가권 소유자와의 협력수립 또는
2) 새로운 사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자와의 협력관계
수립 후 허가권 신청. 본 대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투
자자를 대신하여 모든 설립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2015년 최대 발행허가권은 생산림에 대한 이용 허가권인 천연산림 목
재 이용 허가권(IUPHHK-HA)으로 허가면적은 1,986만 ha로 전체 생
산림 면적의 28.6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산업 조림지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HTI)으로 전체 생산림에서 15.45%인 1,070만 ha를 차지하
였다. 허가권이 발급된 생산림의 전체 면적은 3,147만 ha로 전체 생산림
의 45.45%에 달한다. 주별로 2015년에 허가권이 발급된 생산림 전체 면
적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7>에서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주
별 산업 조림지 목재 이용 허가권 (IUPHHK-HTI) 발급 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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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5년 주별 허가권 발급 생산림
허가권 발급 면적
No

주

1

D.I. Aceh

2
3
4

Riau

5

Kep. Riau

6

Jambi

7

생산림
면적 (ha)

천연림
IUPHHK
-HA

조림지
IUPHHK
-RE

IUPHHK
-HTI

755,545.00

218,315.16

232,401.00

Sumut

1,421,905.00

343,603.00

368,650.00

Sumbar

781,448.00

183,705.00

51,464.90

4,632,258.00

183,238.00 154,077.00 1,631,304.00

IUPHHBK

IUPK
IUPHHBK SylvoIUPHHBK-HA
-HT pastura
4,740.00

IUPJL

전체
455,456.16

73.00

712,326.00
235,169.90

8,000.00 21,418.00

1,998,037.00

479,455.78

-

산
림

68,742.00

및

56,045.00

85,050.00

Bengkulu

210,916.00

56,070.00

12,672.00

8

Sumsel

2,098,949.00

56,000.00

60,470.00 1,303,010.00

22,800.00 1,442,280.00

9

Kep. Babel

433,577.00

244,322.00

244,322.00

225,090.00

115,834.00

10 Lampung
11 DKI Jakarta
12 서부 Java
13 Banten
14 중부 Java
15 DI Yogyakarta
16 동부 Java

694,657.00

835,752.00

1,233,476.00

543.00

116,377.00

158.35

-

393,117.00

-

76,437.00

-

546,290.00

-

13,851.28

-

782,772.00

-

17 Bali

8,626.36

18 NTB

437,309.00

19 NTT

583,647.00

28,664.00

20 Kalbar

4,457,681.00 1,169,430.00

21 Kalteng

9,742,813.00 4,011,855.37 145,406.00

22 북부 Kalimantan

9,302,924.00 5,169,540.56

23 Kalsel

1,040,272.00

231,066.00

24 Sulut

287,990.00

26,800.00

25 Gorontalo

423,407.00

26 Sulteng

2,010,107.00

571,875.00

68,590.00

97,254.00

54,175.00

54,175.00

14,080.00 1,922,136.00

3,105,646.00

623,884.43

25,800.00 4,806,945.80

86,450.00 1,904,391.00

7,160,381.56

552,255.00

783,321.00

7,500.00

34,300.00

75,920.00

75,920.00

73,320.00

27 Sul. Teng-gara

962,006.00

54,280.00

28 Sulsel

641,846.00

18,350.00

645,195.00
434.00

54,714.00
18,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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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 발급 면적
No

주

생산림
면적 (ha)

천연림
IUPHHK
-HA

조림지
IUPHHK
-RE

IUPHHK
-HTI

IUPHHBK

IUPK
IUPHHBK SylvoIUPHHBK-HA
-HT pastura

IUPJL

전체

29 Sulbar

425,156.00

163,205.00

47,610.00

210,815.00

30 Maluku

2,862,823.00

692,645.00

66,205.00

758,850.00

31 Malut

1,712,663.00

565,594.00

65,908.00

14,816,932.00 3,656,340.00

524,675.00

32 Papua
33 서부 Papua
전체

5,441,290.00 2,476,948.00
69,242,737.77 19,860,939.09 558,205.00 10,700,842.33

631,502.00
101,580.00

4,282,595.00

165,055.00

2,642,003.00

279,375.00 21,852.00 616.00 48,600.00 31,470,429.42

(출처: 환경산림부 통계, 2015)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산업 조림지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HTI) 발급 개수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주별 산업용 조림지 목재 이용 허가권 발급 수 (IUPHHK–HTI)
No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ceh
Sumut
Sumbar
Riau
Kep.Riau
Jambi
Sumsel
Bengkulu
Babel
Lampung
DKI Jakarta
서부 Java
Banten
중부 Java
D.I. Yogyakarta
동부 Java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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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1년까지
2012년까지
2013년까지
2014년까지
2015년까지
개수
면적(ha)
개수
면적(ha)
개수
면적(ha)
개수
면적(ha)
개수
면적(ha)
5 226,820.00
5 226,820.00
6 237,214.00
6 237,204.00
6
232,401.00
8 478,450.00
8 371,700.00
7 365,950.00
8 368,650.00
8
368,650.00
3
50,649.00
3 50,649.00
3
49,881.00
4
51,464.90
4
51,464.90
48 1,475,586.00
50 1,657,051.00
56 1,656,897.00
56 1,653,184.00
55 1,631,304.00
18 663,809.00
17 644,134.00
17 666,954.00
18 694,657.00
18
694,657.00
19
1375632
19 1,337,492.00
19 1,330,270.00
19 1,303,010.00
19 1,303,010.00
4 112,148.00
5 122,193.00
6 188,653.00
7 214,912.00
8
244,322.00
4 114,444.00
4 114,444.00
4 114,444.00
4 115,834.00
4
115,8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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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TB
NTT
서부 Kalimantan
중부 Kalimantan
남부 Kalimantan
동부 Kalimantan
북부 Sulawesi
Gorontalo
중부 Sulawesi
남동부 Sulawesi
남부 Sulawesi
서부 Sulawesi
Maluku
북부 Maluku
Papua
서부 Papua
합계

연도
2011년까지
2012년까지
2013년까지
2014년까지
2015년까지
개수
면적(ha)
개수
면적(ha)
개수
면적(ha)
개수
면적(ha)
개수
면적(ha)
2
64,780.00
3 68,590.00
3
68,590.00
3
68,590.00
3
68,590.00
1
41,515.00
2
54,175.00
2
54,175.00
31 1,631,716.00
34 1,731,706.00
36 1,756,491.00
41 1,901,491.00
42 1,922,136.00
16 484,640.00
19 554,579.43
21 583,074.43
23 623,884.43
23
623,884.43
13 497,560.00
13 497,560.00
15 529,660.00
17 552,255.00
17
552,255.00
32 1,462,213.00
41 1,746,393.00
43 1,809,174.00
47 1,902,791.00
47 1,904,391.00
1
7,500.00
1
7,500.00
1
7,500.00
1
7,500.00
1
7,500.00
2 75,920.00
2
75,920.00
2
75,920.00
2
75,920.00
1
13,400.00
1 13,400.00
1
13,400.00
2
73,320.00
2
73,320.00
2
29,865.00
3
54,280.00
1 18,350.00
1
18,350.00
1
18,350.00
1
18,350.00
2
23,900.00
2 23,900.00
2
20,240.00
3
47,610.00
3
47,610.00
3
71,720.00
3 87,470.00
2
66,205.00
2
66,205.00
2
66,205.00
3
37,873.00
4 44,643.00
5
65,908.00
5
65,908.00
5
65,908.00
2 376,200.00
3 440,250.00
3 440,250.00
2 233,450.00
5
524,675.00
2 178,980.00
215 9,169,040.00 238 9,834,744.43 254 10,106,540.43 277 10,539,210.33
280 10,700,842.33

출처: 환경산림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총국(2015)

[그림 2.1] 연도별 산업용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 발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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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의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
해 환경산림부는 목재에너지를 생산하는 조림지를 개발하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부 임업사업개발부 정책관(Director
General)인 Bambang Hendroyono와 에너지 광물자원부 신재생 에너
지 및 에너지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인 Rida Mulyana가 2014
년 7월 24일 자카르타(Jakarta)에서 서명한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이다.
산림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체 면적 400,000 ha에 달하는 50개
목재 조림지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재 에너지를 위한 조림지를
개발하는 조림 토자기업은 <표 2.8>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표 2.9>는
이미 목재 에너지를 위한 조림지를 개발하기로 발표한 조림 투자기업의
목록이다.
<표 2.8>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조림지 개발 조림 기업 명단
No.

기업명

주

군

1

PT. Hijau Arta Nusa

Jambi

2

PT. Usaha Tani Lestari

NTT

Merangin,
Sarolangun
Sumba Barat

3

PT. Bara Indoco

서부 Sulawesi

Mamuju

4

PT. Bio Energy Indoco

서부 Sulawesi

5

PT. Sadhana Arifnusa

NTB

6

PT. Dharma Hutani Makmur

동부
Kalimantan

Mamuju,
중부 Mamuju
북부 Lombok
중부 Lombok
동부 Lombok
Kutai
Kartanegara

7

PT. Hutan Ketapang

서부

Keta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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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적 조림지
(ha)
면적(ha)

수종

비고

32,620

10,001 Sengon(Albizia spp.)

5년 벌기령

41,515

11,800 Caliandra, Gliricidia
Acacia spp., Samama,
16,702
Eucalpthus spp.

2년 벌기령

27,370
9,640

6,266 Acacia spp.

3,810

3,810 Acacia spp.

41,545
100,150

25,941

Acacia spp., Gliricidia
spp., Bamboo

13,405 Bamboo

5년 벌기령

8년 벌기령
4년 벌기령
3년 벌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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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주

Kalimantan
서부
Kalimantan
서부
9 PT. Muara Sungai Landak
Kalimantan
10 PT. Ciptamas Bumi Subur
남부 Sulawesi
전체

군

전체 면적 조림지
(ha)
면적(ha)

수종

비고

Industri

8

PT. Gambaru Selaras Alam

20,445
Pontianak
Banyuasin, Oki

1,375 Reutealis spp.

20년 벌기령

13,000

Acacia spp.

5년 벌기령

7,550
297,645

560 Mangrove
89,300
-

10년 벌기령

<표 2.9> 목재 에너지 조림지 개발 예정 조림 기업 명단
No.

기업명

주

군

전체면
적(ha)

조림지
면적
(ha)

에너지
조림지 수종

비고

및

1 PT. Aceh Nusa Indrapuri

Aceh

Aceh Besar, Pidie

11,000

21,000

2 PT. Bangkanesia

Babel

중부 Bangka, 남부
Bangka

51,205

5,000

3 PT. Istana KawiKencana

Babel

Bangka

13,440

4 PT. JhonlinAgroMandiri

남부 Kalimantan Tanah Bumbu

17,730

PT. Inhutani III Unit Pelaihari
5
(RKU Energy)

남부 Kalimantan Tanah Laut

48,720

4,500 Eucalyptus spp.

6 PT. Inhutani II Senakin

남부 Kalimantan Kota Baru

30,730

7,500

7 PT. BhataraAlam Lestari

서부 Kalimantan Pontianak

7,100

8 PT. NityasaIdola

서부 Kalimantan Sanggau, Sintang

9 PT. DayaTaniKalbar

서부 Kalimantan Pontianak danKetapang

56,060

추진하지 않고
있음

10 PT. E Greendo

중부 Kalimantan Kotawaringin Barat

14,595

추진하지 않고
있음

11 PT. HutanMahligai

동부 Kalimantan Kutai Barat

11,275

12 PT. BelantaraPusaka

113,196

추진하지 않고
있음
Mangrove

10,000

추진중
결정전

5,000

100

추진하지 않고
있음

추진하지 않고
있음

동부 Kalimantan Berau

14,010

500

13 PT. Oecanias Timber Product 동부 Kalimantan Berau

16,600

3,000

14 PT. Inhutani I Tanah Grogot

16,816

추진중

12,660

추진중(대상지
중첩여부
점검중)

29,750

추진중

동부 Kalimantan Paser

15 PT. Wono Indo Niaga

NTT

16 PT. Gema Nusantara Jaya

Gorontalo

북부 Gorontalo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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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주

군
북부Halmahera

전체면
적(ha)

조림지
면적
(ha)

에너지
조림지 수종

17 PT. Kirana Cakrawala

북부 Maluku

18 PT. Kalpika Wanatama Unit I

북부 Maluku

11,780

100% 에너지용

19 PT. Kalpika Wanatama Unit I

북부 Maluku

11,242

100% 에너지용

20 PT. Selaras Inti Semesta

Papua

PT. Wanamulia Sukses
21
Sejati Unit I dan I

Papua

Merauke

22 PT. Korintiga Hutani

중부 Kalimantan

23 PT. Inhutani III Nangapinoh

서부 Kalimantan Melawi, Sintang
합계

21,265

비고

169,400
112,245

100% 에너지용

20,000 Crasicarpa spp.

6년 벌기령

500

94,384
119,080
1,004,283

10,500 Gliricidia spp.

4년 벌기령

87,600

이용 허가권 취득을 위한 행정 절차는 Part 3에서 상세히 기술하
고 있다.

2.2 사회 임업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선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전략적인
국내 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의 독립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2019 중기 국가 발전계획(RPJMN)
을 통해 최소 1,270만 ha에 해당하는 산림 지역을 커뮤니티 조림지
(HTR), 커뮤니티 산림(HKm), 마을 산림(HD) 그리고 기타 관습적 산림
등과 같이 사회 임업을 개발하는 여러 계획에 할당하고 있다. 목표 달성
을 위해 현지 커뮤니티가 관리하게될 산림 지역은 이전 정부 시절에 제
공된 면적 대비 약 14배 급격히 증가될 예정이다.(2009~2013년: 89만
ha, 2015~2019년 1,270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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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70만 ha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복지를 증대시키고 산림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현지 커
뮤니티 주민들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갈등을 해결하고 산림 보호
관점에서 커뮤니티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환경산림부의 현실
적 지원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사회 임업 프로그램은 산림 자원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산림 지
역 주변의 커뮤니티들과 산림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드시 실행되어
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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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지 커뮤니티에게 관리가 맡겨진 산림 지역은 현재 매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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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지금까지 현지 커뮤니티가 직접적 혜택을 누리는 산림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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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의 0.8%에 그치는 반면 대기업 관리 하에 있는 산림은 그 비율
이 27%에 달한다. 커뮤니티들이 산림 관리 허가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보조를 받아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3,000~4,000 ha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허가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목재가공 공장 혹은 비목재임산물
가공 공장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주변 커뮤
니티들이 금융자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환경산
림부는 순환펀드(revolving fund)의 개념으로 벌채 허가권(concession
permit)을 보유한 현지 커뮤니티에게 소프트 론을 제공해주는 정부기관
을 산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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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연림 및 이탄지 신규 허가권 발급 중지 모라토리엄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신규 벌채 허가권의 발급 모라토리움 정책은
대통령 지시 No.10/2011에 따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시절에 이행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모
라토리움 정책은 특히 인도네시아에 6,420만 ha에 달하는 원시 천연림
과 이탄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인도네
시아의 자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
은 대통령 지시 No.6/2013을 통해 유도요노 대통령에 의해 연장되었으
며 현재 대통령 지시 No.8/2015에 따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
통령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원시 천연림과 이탄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곳은 집수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중요 지역이며 또한 강 하류지역에
대한 수자원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모라토리움 정책을 통해
생명 지원 체계 및 수자원 공급처로서의 산림 기능을 회복하고 하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신규 벌채 허가권 중지 지역 지도화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자연보전림, 보호림 그리고 생산림 등의 지역에 적용된다. 모라토리
움은 아래를 포함한다:
a. 목재이용 사업 허가권
b. 목재 임산물 수집 사업 허가권
c. 산림지역 사용 허가권
d. 산림지역 전환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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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통령 지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미 이탄지 및 천연림 이용에
대한 1차 허가권을 부여받은 기업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러한 예
외는 또한 지열, 석유 및 가스, 전기, 쌀 그리고 사탕수수와 같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는 활동들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모라토
리움 정책은 상기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라토리움이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활동들로는 생태계 회복 프로젝
트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산림지역 이용 허가권 등이 있다. 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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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움에 대한 대통령 지시의 유효기간은 2015년 5월 13일 공식 발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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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2년이다. 환경산림부는 모라토리움에 포함되는 산림 및 이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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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주기적으로 신규 허가권 중지 지역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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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신 지도는 2015년 12월 발표되었다.
2.4 산림 이용 허가 생산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 이용에 대한 허가권은 생산림과 보호림
에만 적용된다. 특히 생산림의 경우, 환경산림부는 주기적으로 이용 혹
은 관리 등에 허용되는 생산림 지역에 대한 정보 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생산림 이용 대상지 지도(Indicative Map of Production Forest
Utilization)라 불리우는 이 지도는 생산림에 대한 산림 이용 허가권 발
급에 있어 관련 신청인 및 관계자, 특히 잠재적 임업 투자자들에게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도 상의 데이터와 정보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
하는 변화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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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R),
산림 마을 혹은 커뮤니티 기반 산림과 같은 사회 임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천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TI),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을 사용 할
수 있는 생산림 지역에 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도는
생산림 목재 이용에 대한 허가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참고자
료로 사용될 수 있다.
생산림 이용 지도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환경산림부를 대신하여 생
산림 지속가능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이 서명한다. 최신 버전은
2015년 12월 10일자의 장관령 NoSK. 5622/MENLHK-PHPL/HPHP
/2015에 규정된 것으로 전체 10,861,153 ha를 다루고 있다. 허가권 할
당 기준 주별 전체면적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 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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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2015년 생산림 이용 전체지도 상에 명시된 주별 총 면적

No

주

HKm, HD,
HTR, HA 및
IUPHHKHR를 통한
HA
이용 할당량 (ha)

이용 할당
IUPHHKRE

IUPHHKHTI

IUPHHK
(3+4+5+6)
전체 할당면적

-

237,175

1

D.I. Aceh

177,000

-

60,175

2

북부 Sumatera

569,220

12,570

46,265

-

628,055

3

서부 Sumatera

78,360

14,855

69,290

20,875

183,380

4

Riau

712,870

-

4,690

-

717,560

5

Jambi

126,100

-

48,030

33,735

207,865

6

남부 Sumatera

113,440

-

18,480

-

131,920

7

Bengkulu

46,030

-

-

-

46,030

8

Lampung

17,560

-

-

-

17,560

9

Bangka Belitung

73,685

-

-

50,470

124,155

177,420

-

-

-

177,420

105,080

2,471,120

10 Riau

2,091,685

27,425

246,930

11 서부 Nusa Tenggara

Sumatera 소계

50,930

-

102,075

-

153,005

12 동부 Nusa Tenggara

224,000

-

-

60,450

284,450

Nusa Tenggara 소계

437,455

274,930

-

102,075

60,450

13 서부 Kalimantan

493,840

113,980

30,435

101,115

739,370

14 중부 Kalimantan

897,970

151,485

90,855

284,865

1,425,175

20,965

18,500

137,365

422,325

165,599

276,880

32,520

897,324

437,000

3,199,233

15 남부 Kalimantan
16 동부 & 북부 Kalimantan
Kalimantan 소계

97,900
1,912,035

431,064

419,134

17 북부 Sulawesi

50,935

60,130

26,964

18 중부 Sulawesi

327,330

114,045

52,715

19 남부 Sulawesi

283,105

-

20 남동부 Sulawesi

206,245

-

21 Gorontalo

20,010

22,220

22 서부 Sulawesi

45,430

-

Sulawesi 소계

933,055

196,395

369,665

138,029
4,580

498,670

4,480

-

287,585

265,366

31,430

503,041

3,100

6,515

51,845

17,040

-

62,470

42,525

1,541,640

63

산
림
및
임
업
현
황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No

주

23 Maluku

HKm, HD,
HTR, HA 및
IUPHHKHR를 통한
HA
이용 할당량 (ha)

이용 할당
IUPHHKRE

IUPHHKHTI

IUPHHK
(3+4+5+6)
전체 할당면적

224,985

48,185

623,600

196,200

154,230

24 북부 Maluku

80,410

317,720

28,285

34,815

461,230

Maluku 소계

276,610

471,950

253,270

83,000

1,084,830

25 서부 Papua

123,860

201,735

4,540

26 Papua

555,360

613,665

266,515

361,200

1,796,740

679,220

815,400

271,055

361,200

2,126,875

6,167,535 1,942,234 1,662,128 1,089,255

10,861,153

Papua 소계
합계

330,135

출처: 환경산림부 생산림 지속가능 관리 총국, 2015년 12월

2.5 산불
인도네시아의 산불 99%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는 자연 발생적인 산불로 분류된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1980
년대 이후 산림 기능을 팜조림과 산업용 조림지로 전환하려는 개간 작업
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자연 발생적 산불은 대부분 무인 캠프파이어,
쓰레기 소각, 담배, 기타 이유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은 엘니뇨현상과 함께 발생하였으며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전 세계 산림 피복의 면적 중 2,500만 ha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불은 높은 탄소배출과 전세계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손실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970만 ha의 산림이
전소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산림 식피 최대 손실 국가가 되었
다. 인도네시아는 대략 1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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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 생물다양성, 탄소 배출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영향 및 기타사
항 역시 이례적 수준이다.
환경산림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에 발생한 산불은 대략 26만 ha의 토
지를 전소시킨 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가장 많은 산불은 리아우(Riau), 잠
비(Jambi), 남부 수마트라(Sumatera), 람풍(Lampung), 서부 칼리만탄
(Kalimantan), 중부 칼리만탄(Kalimantan),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
남부 칼리만탄(Kalimantan) 그리고 중부 자바(Java)에서 발생하였다. 환경
산림부 공식 자료는 2011년부터 2016년(9월)까지의 전체 산림지역 피
복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표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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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및
임
업
현
황

<표 2.11>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인도네시아 주 전체 토지 및
산불 면적(ha) 개요
No

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Aceh

-

13.00

155.66

-

-

-

2

Bali

-

250.00

60.50

30.00

8.50

-

3

Bangka Belitung

-

-

-

-

-

-

4

Banten

-

-

-

2.00

-

-

5

Bengkulu

0.50

-

-

5.25

181.00

-

6

DKI Jakarta

-

-

-

-

-

-

7

Gorontalo

-

-

-

-

2,082.74

-

8

Jambi

89.00

11.25

199.10

3,470.61

19,528.00

-

9

서부 Jawa

1,278.55

1,945.00

252.80

552.69

3,292.40

-

10

중부 Jawa

712.24

454.00

31.20

159.76

6,995.34

-

11

동부 Java

48.35

2,960.05

1,352.14

4,975.32

975.95

-

12

서부 Kalimantan

-

577.40

22.70

3,556.10

13

남부 Kalimantan

-

60.50

417.50

341.00

3,191.98 1,771.82
1,714.89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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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

주

2011

2012

2013

2014

2016

22.00

55.15

15

동부 Kalimantan

148.80

51.50

-

325.19

16

북부 Kalimantan

-

-

-

-

-

3.00

17

Riau 섬

-

-

-

-

-

-

18

Lampung

19

Maluku

20

북부 Maluku

-

-

-

6.50

60.00

-

21

서부 Nusa Tenggara

-

-

12.00

3,977.55

1,462.04

-

22

동부 Nusa Tenggara

-

553.20

649.90

980.87

372.43

64.37

23

Papua

-

-

-

300.00

1,792.44

-

24

서부 Papua

-

-

-

-

-

-

25

Riau

74.50

1,060.00

1,077.50

6,301.10

26

서부 Sulawesi

-

-

-

-

-

-

27

남부 Sulawesi

31.75

45.30

40.50

483.10

720.40

18.91

28

중부 Sulawesi

-

30.83

1.00

70.73

-

-

29

남동부 Sulawesi

85.90

346.10

13.00

2,410.86

57.82

184.86

30

북부 Sulawesi

-

1.80

0.25

236.06

18,268.93

-

31

서부 Sumatera

-

3.5

-

120.50

-

-

32

남부 Sumatera

84.50

-

484.15

8,504.86

30,984.98

266.49

33

북부 Sumatera

5.00

1,181.00

295.40

3,219.90

177.00

547.50

34

Yogyakarta

-

6.45

6.00

0.27

-

-

2,612.09

9,606.53

4,918.74

합계

3.10

2015

중부 Kalimantan

4,022.85 122,882.90

912.89

19,179.86 1,197.20

31.00

-

-

22.80

19,695.86

-

-

-

-

179.83

3,394.48

-

4,040.50 1,928.26

44,411.36 261,060.44 7,055.30

출처: 환경산림부 2016년 전체 산불면적 추정은 지역 보고서에 기초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이행된 예방책은 다음과 같다
a. 현지 커뮤니티, 지방정부, 허가권 소지자, 비정부기구, 인도네시아
육군(TNI), 경찰청(POLRI), 학계인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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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행과 관련하여, 화재 및 산불 통제 정보 및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수립 뿐 아니라 산불통제 프로그램 및 예산 측면에서 협력 조율
c. 산림 커뮤니티 상담, 산불 예방 캠페인, 현지 커뮤니티의 산불예방
정찰, 산불 예방 교육 및 참여
d. 산불 발생 지점 감지를 위한 NOAA 위성의 초기 감지 경고 시스템
개발 및 산불 경고 시스템으로서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산
림

e. 산불 위험 초기 경고 및 토지, 산불 정보 취약성 정보 웹사이트

및

(sipongi.menlhk.go.id), 메일 발송 시스템 운영(야후 그룹 내

임
업

sipongi 메일)

현
황

f. 환경산림부, 산불 통제부 산불 지휘부 연락망 운영(콜센터
081 3100 35 000, SMS 센터 081 2971 85 000, 트위터
@HotspotSiPongi)
g. 산불통제 진화대 설립
산림부는 산불 예방, 화재 진압 및 화재 후 처리 등의 활동을 통한 산
불 예방을 위해 2003년 Manggala Agni라고 알려진 산불 진화대
(Forest Fire Control Brigade)를 설립하였다. 2016년 현재 인도네시
아 전역 127개 운영 지역(DAOPS)에서 1,905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2.12>는 인도네시아 DAOPS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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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2016년 8월 토지 및 산불 진화대 운영 지역 목록(DAOPOS)
NO
1

2

3

4

5

6

68

주
북부 SUMATERA

RIAU

JAMBI

남부 SUMATERA

서부 KALIMANTAN

중부 KALIMANTAN

DAOPS

팀 수(팀)

인원(명)

1

Pematang Siantar

4

60

2

Sibolangit

4

60

3

Labuhan Batu

4

60

1

Pekanbaru

2

30

2

Siak

4

60

3

Dumai

4

60

4

Rengat

4

60

5

Batam

2

30

1

Jambi

3

45

2

Muara Bulian

3

45

3

Sarolangun

4

60

4

Muara Tebo

4

60

5

Muara Tempurung

2

30

1

Simpang

2

30

1

Banyuasin

4

60

2

Musi Banyuasin

4

60

3

Ogan KomeringIlir

4

60

4

Lahat

4

60

1

Pontianak

4

60

2

Singkawang

4

60

3

Sintang

4

60

4

Ketapang

4

60

5

Putussibau

3

45

1

Palangkaraya

6

90

2

Kapuas

3

45

3

Muara Teweh

2

30

4

Pangkalan Bun

3

45

1

Kasongan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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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8

주
남부 KALIMANTAN

동부 KALIMANTAN

팀 수(팀)

인원(명)

1

Banjar

DAOPS

4

60

2

Tanah Laut

4

60

3

Tanah Bambu

4

60

1

Passer

4

60

1

Sangkima

2

30

1

Malili

4

60

9

남부 SULAWESI

2

Gowa

4

60

10

북부 SULAWESI

1

Bitung

2

30

11

남동부 SULAWESI

1

Tinanggea

2

30

127

190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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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5년 9월 남부 Sumatera Ogan Komeringlir
지구 산불 진화하는 진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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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Riau주 Siak 지역 산불진화대

a. 기상 조절 기술(TMC)를 활용하여 강우 촉진을 통한 인공강우 생산
기상조절기술(TMC) 이용은 소금을 통해 이뤄진다. 강우형성을 촉진
하는데 있어 구름 씨앗 뿌리기를 시작한다. 이 활동은 인도네시아 재난
관리청(BNPB)과 기술 평가 및 응용청 기상조절기술센터(BPPT)와의 협
력 하에 이뤄지고 있다. 2015년, 리아누(Riau)와 남부 스마트라
(Sumatera)에서의 인공 강우 생산을 위해 Hercules 및 Cassa 212 항
공기가 지원되었다.

[그림 2.4] 인공강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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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탄지로의 지속적인 물공급을 위해 운하 차단 방법을 활용한 물관리
산불 진압 이행 활동
1) 땅에서의 화재 진압을 위해 산불진화대, 국가재난관리청, 재
난관리 지역청, 토지 및 산불관리 군대 및 경찰청, 임업/조림지
기업 및 화재관리 커뮤니티 협력
2) 국가재난관리청 협력 하에 소방 비행기 화재 진압
산
림
및
임
업
현
황

[그림 2.5] Jambi 및 Riau에서의 물살포

c. 화재 및 산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 규정
1) 산림법No. 41 Year 1999
2) 환경 보호 및 관리법No. 32 Year 2009
3) 산림 보호에 관한 정부규정No. 45 Year 2004
4) 화재 및 산불통제에 대한 환경산림부령No P. 32/MenLHK/Setjen/
Kum.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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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산불로 인해 이탄지가 심각한 피해
를 입음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5년 내 약 200만 ha의 이탄지
를 재건키로 결정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탄지 복구와 관련하여 대
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탄지 복원청(Peatland Restoration Agency)
을 2016년 1월 설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팜조림, 광산 및 산림벌채 등을
사유로 하여 천연림 내 이탄지 개간 중지(모라토리움) 정책을 발표하였
다.
2.6 비목재 임산물
비목재 임산물(NTFP)로 분류되는 임산물은 목재를 제외한 동식물 및
산림 부산물이다. 기본적으로 비목재 임산물은 목재 부산물로, 고무진
(gum), 나뭇잎, 나무껍질, 열매 혹은 등나무(rattan), 대나무 및 기타
등과 같이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 식물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비목
재 임산물 수확은 산림 커뮤니티의 전통적 활동이다. 그러나, 여러 지역
에서 특히 산림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에서 주요 활동이 되고 있다. 그 예
로는 등나무 수확, 아가티스 고무진(Agathis gum), 나왕 고무진
(Shorea gum) 및 기타 등의 목재 고무진 수확 등이 있다.
비목재 임산물 핸드북에서 Whyudi(2013)는 비목재 임산물에 대한
명명법(표기)을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01-5010.4-2002에 따라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하였다. 줄기(stem) 및 부산물(오일, 꽃, 열
매, 종자 및 잎), 수피(bark), 고무진(gum), 수지(resin), 다양한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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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및 괴경, 다양한 동물 및 파생물. 각각의 비목재 임산물에 대한 설
명과 상세한 정보는 <표 2.1>에서부터 <표 2.9>까지 잘 설명되어 있다.
줄기로 분류되는 비목재 임산물의 원자재는 다양한 산림수, 리아아, 야
자과(family), 파생물 혹은 등나무 공예품, 바구니 및 기타 부산물 등이
있다. 이 중 줄기 및 파생물로 분류되는 비목재 임산물은 아래 <표 2.13>
와 같다.
산
림

<표 2.13> 줄기(stem) 및 그 부산물(derivatives)로 분류된

및

비목재 임산물 25개 유형
No.

종류

설명

임
업
현
황

1

등나무 바구니

둥근 등나무, 갈라진 등나무/둥글고 벗겨진 등나무/ 껍질 등나무/ 등나무 속
등과 같이 짠(엮은) 등나무로 만든 여러모양의 바구니

2

짠(엮은) 등나무

짜여진 층으로 형성된 껍질/속 등 엮어진 등나무 제품

3

대나무

Bambusa spp., Dendrocalamus spp., Dinochloa spp., Gigantochloa spp., 및
Schizostachyum spp.와 같이 무리지어서 지름 30cm, 높이 40 m까지
자라는 화본과(Graminae) 식물

4

대나무 통

대나무에서 생산된 줄기(대)

5

짠(엮은) 섬유

가공처리된 공작야자 Gebangfrond(Coryphautan spp.) 제품

6

빵 재료(Biga)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다무 줄기내 침전물

7

등나무 속

갈려진 등나무 속 제품으로 통일된 크기를 가진 속(중앙)의 둥글고 네모단
모양이 특징

8

가구 구성품

등나무에서 생산되어 별도로 판매되는 가구 구성품

9

등나무 껍질

(세척 후 유황처리한) 둥근 등나무를 벗겨서 생성된 제품. 1.3mm의 두께와 8mm
이하의 넓이를 가진 껍질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크기는 통일 되어 있다.

10

등나무 시트

속이 빈 등나무를 병렬로 정렬하여 실로 연결한 직사각형, 사각형 또는 다른
모양의 시트.

11

등나무 가구
(통합 구성품)

둥근 등나무에서 온 조립 제품/긁힌 나뭇결 등나무/짧고 둥근 등나무/
벗겨진 등나무/갈려진 등나무/등나무 속/ 등나무 껍질/가구 제조 직망/가구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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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종류

설명

12

Mopuk

가공처리된 변재 제품 (Borassus flabelliffer Linn)

13

코코넛

수확된 코코넛 제품(Nipa fritican), 야자수(Borassus flabelliffer Linn) 그리고
사탕야자(Arenga pinnata)

14

등나무

Callamus spp.,Ceratolobus spp.,Daemonorops spp., Nyrialepis spp. 등
야자과로 분류 Plectocomia spp.,Plectocomiapsis spp 및 Korthalsia spp.

15

건조 등나무

추가적인 워싱 및 가공처리 없이 깨끗한 가공처리 등나무

16

갈라진 등나무

두께 1.4mm 이상 넓이 2.5mm 이상의 갈라진 등나무 제품

17

둥근 등나무

워싱되어 유황처리된 둥근 등나무

18

크고 둥근 등나무

직경 18mm 이상의 둥근 등나무

19

작고 둥근 등나무

직경 18mm 미만의 둥근 등나무

20

벗겨지고 둥근 등나무

품질 개선과 관련한 줄기에 따라 미세 광택 처리한 등나무와 껍질이 없는
등나무 필링(껍질벗기지) 제품

21

둥글고 짧은 등나무

1m 미만 크기의 둥근 등나무

22

결 제거 등나무

결과 접합사이에 유사한 크기를 만들기 위해 둥근 등나무 결
긁어내기(스크레이핑)

23

녹말가루

가공 처리된 Arenga spp, Corypha spp 및 Metroxylon spp.

24

등나무 매트

타이트하게 짜여진 등나무 시트로 등나무의 기본 색깔을 가지고 있다. 모서리
부분은 직사각형 혹은 기타 형태를 가지거나 형태가 없기도 함

25

등나무 모자

엮은 등나무 껍질/등나무 속(중심)으로 만든 모자

다음은 정유군(essential oil group)으로 분류되는 비목재 임산물 유
형이다. 정유는 다양한 상품의 원자재로 사용되며 그 용도로는 향수, 연
고, 마사지 오일 등에 이른다. 정유의 특징은 휘발성으로 정유로 분류되
는 원자재는 다음 <표 2.14>와 같다.

74

Part Ⅱ. 산림 및 임업 현황

<표 2.14> 정유군(group)으로 분류된 비목재 임산물 원자재(20종)
No.

종류

설명

1

백단유

백단향 줄기, 가지, 잎사기 혹은 뿌리의 증류로 생산되는 오일
(Santalum album Linn)
유칼리투스 잎 증류 오일(Eucalyptus spp).

2

유칼립투스 오일

3
4

Gandapura 오일
장뇌유

증류 잎 오일(Gaultheria leucocarpha BL)
장뇌 증류 줄기 및 잎에서 따온 오일(Cinanonum camphora Nees
& E.berm).

5

계피유

6

멜라루카 오일

7
8

카낭가유
케루잉 오일

9

Kelino 오일

10

Lawang 오일

11
12

Masohi 오일
Nilam 오일

13
14
15

송유
레몬그라스유
Sindur

16
17
18

송지유
Trawas 오일
Tul 오일

19

Tol 오일

20

일랑일랑 오일

Cassia lignea, Cinnamomum burmanii Bl., Cinnamomum cassia
Bl., Cinnamomum zeylanicum Linn)의 증류 껍질에서 나오는 오일
멜라루카 잎사귀의 증류 제품에서 나오는 정유
(Melaleuca leucadendron Linn)
카나가 꽃오일 (Canangium odoratum BAILL)
증류된 고무진(gum) 및 케루잉 목재 오일(Dipterocarpus spp.)
Kelino의 증류 껍질, 잎 그리고 열매에서 온 오일
(Litseacubeca spp.)
Lawang의 증류 껍질 오일(Cinnamomum cullilawan Bl.,
& Cinnamomum sintok)
Masohi 증류 껍질 오일(Cryptocaria masoya)
증류된 Nilam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Pogostemon cablin Benth)
소나무의 서로 다른 부분에는 휘발성복합체가 존재
증류된 레몬그라스에서 추출한 오일(Andropogon nardus Linn)
증류된 Sindur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오일(Sindora spp.)
증류액 솔에서 나온 오일(Pinus spp.)
Litsea spp.의 증류된 껍질, 잎,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
콜로포니움(colophonium) 가공처리 부산물에서 추출한 오일
부산물의 황산펄프 처리에서 나옴. 중성화합물 뿐 아니라 수지
및 지방산 등으로 구성됨
증류된 Canangium odoratum BAIL에서 추출된 오일

유지 유(Fat oil)는 지방 특히 지방질과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 비목재 임산물은 비휘발성 혼합물로 분류되어 휘발성 혼합물로 분류
되는 정유와는 다르다. 비목재 임산물로서의 유지 유는 다음 <표 2.15>
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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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유지 유(fat oil) 군(group)으로 분리된 비목재 임산물 원재료(8종)
No.

종류

설명

1

자트로파 오일

자트로파 열매 추출 오일(RicinuscommunisLinn).

2

Tengkawang 오일

tengkawang 종자에서 추출한 유지 유 (Isoptera spp. &
Shorea spp.)

3

Fuli 오일

fuli/forest nutmeg에서 추출한 오일 (Myristica spp).

4

캔들넛 오일

캔들넛 열매 오일(AleuritesarispermaBlanco.,A.
fordiiHem.,anA. MollucaWild).

5

호두 기름

호두 오일(Canarium commune Linn).

6

마카다미아 오일

Macadamiaternifolia 오일

7

Mimba 오일

Mimba의 증류 잎에서 추출한 오일
(AzadiratchtaindicaA Juss).

8

Sindur 오일

Sindur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Sindoraspp).

다양한 식물의 꽃, 종자, 잎, 열매 그리고 뿌리 등은 매우 유용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원재료 그대로 혹은 가공제품으로
판매된다. 꽃, 종자, 잎, 열매 그리고 뿌리와 같은 비목재 임산물은 아래
<표 2.16>과 같다.
<표 2.16> 꽃, 열매, 종자 및 나뭇잎 등의 식물 성에서 추출된 비목재 임산물(11종)
No.

종류

설명

1

Asam 열매

Asam 나무에서 수확한 열매 (Tamarindus indica Linn)

2

담팔수 종자

담팔수에서 수확한 종자(Elaeocarpus angustifolius Bl)

3

자트로파 종자

자트로파 열매에서 수확한 종자 (Ricinus communis
Linn)

4

캔들넛 종자

캔들 넛 나무에서 수확한 종자 (Aleurites molucana Wild)

5

호두 종자

호두 나무에서 수확한 종자 (Canarium commune Linn)

6

마카다미아 종자

마카다미아 열매에서 수확한 종자 (Macadamia ternifolia).

7

Mimba 종자

Minba(Azadirachta indica A.Juss) 열매에서 수확한
종자

76

Part Ⅱ. 산림 및 임업 현황

No.

종류

설명
육두구에서 수확한 종자 (Myristica spp.)

8

육두구 종자

9

Pinang 종자

Pinang 열매에서 수확한 종자 (Arecca spp.)

10

나왕 종자

나왕 열매에서 수확한 종자
(Shorea spp. & Isoptera spp.)

11

판단 종자

판단(Pandan)에서 수확한 종자(Pandanus spp.)

몇몇 임목의 수피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피가 비목재 임
산물로 분류되는 임목은 다음 <표 2.17>과 같다.

산
림
및

<표 2.17> 비목재 임산물 원재료로서의 수피(18종)
No.

종류

임
업

설명

1

아카시아 껍질

아카시아 수피 (Acacia spp.)

2

바카우 껍질(Bakau)

바카우 수피(Rhizophora spp.)

3

겔람 껍질

겔람 수피(Melaleuca spp.)

4

Gemor 껍질

Gemor 수피(Alsodophane spp.)

5

계피 껍질

계피 수피(Cinnamomum spp. & Cassia spp.)

6

Tingi 껍질

Tingi 수피(Ceriops spp.)

7

녹나무 껍질

녹나무 수피 (Cinnamomum cullilawan BI. &
Cinnamomum sintok).

8

Malapari 껍질

Malapari 수피(Pongamia pinnataPierre).

9

Masohi 껍질

Masohi 수피(Cryptoria massoi)

1

Nyirih 껍질

Nyirih 수피(Xylocarpus spp.)

11

Pulosantan 껍질

Pulosantan 수피(Mesua spp.)

12

Salampati 수피

Salampati 수피

13

Salaro 수피

Salaro 수피(Maranta spp.)

14

Soga 수피

Soga 수피(Peltoforum spp.)

15

Suka 수피

Suka 수피(Gnetum spp.)

16

Tancang 수피

Bruquiera spp. 수피

17

감귤나무 수피

감귤 나무 수피(Citrusspp).

18

Tarok 수피

Tarok 수피(Alocasia spp. & Colocasia spp.)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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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진(gum)은 임목에서 얻어진다. 고무진은 상처난 줄기 혹은 나뭇
잎등과 같이 식물이나 수목 부문에서 생산되는 점성액 혹은 콜로이드이
다. 고무진은 또한 수목학에서 특정 식물을 파악하는 특징으로 활용된
다. 예를 들어 도금양과(Myrtaceae)는 보통 하얀 색깔의 고무진을 가진
다. 또한 페인트, 니스, 장뇌의 원자재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
공될 수 있다. 임목에서 추출된 고무진 제품은 비목재 임산물로 분류되
어 아래 <표 2.18>과 같다.
<표 2.18> 고무진(gum) 군(group)으로 분류되는 비목재 임산물 (8종)
No.

종류

설명

1

Cikel 고무진

풍선검 제조를 위해 Achrassapata 줄기에서 수확된 고무진

2

Hangkang 고무진

Palaquium leucarpum Burck, Palaquium quersifolium
Biurck, Palaquium calophyllum 고무진

3

Jelutung 고무진

Jelutung 나무 고무진(Pyeracostulata spp.)

4

Red 고무진

Balam 고무진 (Palaquium abovatumc Eigler)

5

Percha 나무 고무진

Percha 나무 고무진 (Palaquium gutta Burck, Palaquium
hispidium H.J.Lann, Ganua spp. & Payena spp.)

6

소나무 고무진

소나무 고무진(PinuscmerkusiiandPinusoocarpa).

7

Puan Duyan 고무진

Balam 나무 고무진(Palaquium trubii Burck)

8

흰 고무진

Balam 및 Nyatoh 나무 고무진 (Palaqium spp.)

본 장에서, 고무진이란 용어는 식물대사과정의 결과물을 뜻한다. 고무
진은 수지(resin) 혹은 다마르(dammar; 수지의 일종)로 알려진 다양한
화합물을 가진다. 수지는 식물의 특정 물관(vessel)에서 생산되는 액체
이다. 비목재 임산물 수지의 종류는 다음 <표 2.19>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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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수지(resin) 군(group)으로 분류되는 비목재 임산물(10종)
No.

종류

1 다마르(Damar)

설명
Meranti 나무에서 생산된 천연 수지
(Shorea spp. & Hopea spp.), 붉은 다마르, 검정 다마르, 스톤
다마르 및 합성 다마르

2 Cat’s Eye 다마르 Shorea javanica 나무에서 수확되는 다마르
3 화이트 다마르

Vateria indica 나무 다마르

4 침향나무

(Aquilaria spp. & Gyrinops spp. 등에 군류 감염, 특정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로 인한 유향(mastic) 다마르 축척(예:
Fusarium spp.)

5 Buaya 침향나무

Aetoxylon sympetalum 및 Gonystylus spp. 등의 특정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 균류 감염(예: Fusariumspp)으로
인한 유향(mastic) 다마르 축척

6 Jernang 고무진

Jernang 등나무 고무진 (Daemonorops draco BI)

7 Incense 고무진

Incense 나무 고무진 (Styrax spp.)

8 Gondorukem

증류된 소나무의 고체 잔여물(Pinus merkusiijungh)

9 Camphor

특정한 향기를 가진 Campora 목재의 결정체
(Cinnamomum camphora)

10 Copal

Agathis spp. 나무의 코펄 고무진은laba copal, buacopal,
ashcopal 그리고 sticky copal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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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Lampung 지역에서 cat’s eye 다마르를 수확하는 어린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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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비목재 임산물은 다음 <표 2.20>에 나타나 있다.
<표 2.20> 채소 군(group)의 비목재 임산물(10종)
No.

이름

설명

1

Gambir

가공 Gambir 잎 침전물(Uncaria gambir Roxb)

2

Gambut

과잉수에 축척된 비합성 및 부분 합성 유기질로 구성된 토양
(자연적으로 풍부) .

3

Ijuk

Aren(Arenga pinnata Roxb) 나무에서 수확한 섬유질

4
5
6
7
8
9

Keluwek
Basil
Kumis Kucing
Mulsa
Picung
죽순

Pangium edule의 익은 열매
수확한 바질 잎(Ocimum basilicumL inn. Fa-citratum).
Kumis Kucing 나무에서 수확한 잎 (Orthosiphon spp.)
수분증발을 줄이고 잡초생성을 막는 유기질
Pangium edule의 덜익은 열매
식용 어린대나무

10

Mengkudu 에센스

Mengkudu 열매 진액(에센스) (Morinda spp.)

식물 뿌리/괴경 중 극소수만이 약품으로 이용된다. 뿌리/괴경에 해당
되는 비목재 임산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 <표 2.21>와 같다.
<표 2.21> 비목재 임산물로서 뿌리/괴경으로 분류되는 비목재 임산물(9종)
No.

이름

설명
iles-iles 나무의 뿌리/괴경(Amorphopallus spp.)

1

Iles-Iles

2

생강

생강 뿌리/괴경(Zingiber spp.)

3

Cardamom

Cardamom 뿌리/괴경(Amomum cardamomum Willd)

4

강황

강황 뿌리/괴경(Kaemferia galanga Linn)

5

심황

심황 뿌리/괴경(Curcuma domestica Val)

6

양강근

양강근 식물 뿌리/괴경(Galanga spp.)

7

Temu Giring

Temu Giring에서 수확한 뿌리/괴경(Curcuma beyneana)

8

TemuI reng

Temu Ireng에서 수확한 뿌리/괴경(Curcuma eruginosa)

9

Temu Lawak

Temu Lawak에서 수확한 뿌리/괴경(Curcuma xanthorriz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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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비목재 임산물로서 동물 및 그 파생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 2.22>에서 볼 수 있다.
<표 2.22> 비목재 임산물로서의 동물 및 그 파생물(6종)
No.

이름

설명

1

Asalan 동물

동물에서 파생된 제품: 뿔, 모피/털/뼈, 피부, 뼈대, 치아, 엄니,
상아, 발톱/손톱, 고기, 지방, 근육, 분비선, 유체(혈액, 독) 및
기타

2

동물 가공품

동물 가공품, asalan 동물 및 동물 제품. 예, 오일, 혈청(혈장),
조각품, 기타

산
림

3

동물 제품

둥지, 알, 꿀, 왁스, 셸락, 누에, 구아노(잔여물), 기타

및

4

동물

육지, 수중 그리고 하늘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동물자원

5

야생동물

육지, 수중 그리고 하늘에서 거주하는 야생동물

임
업

6

동물제품

동물 사체 일부에서 제조되거나 동물에서 나온 제품 혹은 동물 가공
제품

Wahyudi(2013)의 비목재 임산물 분류는 2007년 산림부가 규정한
분류체제와 상이하다. 산림부령 No. P.35/Menhut-II/2007에 따른 비
목재 임산물은 557종의 18군(group)으로 분류된다. 산림부 기준 특정
비목재 임산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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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산림부령 No. P.35/Menhut-II/2007에 따른 특정 비목재 임산물 수
No.

비목재 임산물 분류

종류(수)

1

수지

14 종

2

정유

20 종

3

유지 유, 전문 및 열매
3.1. 유지 유

4

5

3.2. 전분

9 종

3.3. 열매

36 종

타닌, 염료 및 고무진
4.1. 타닌

12 종

4.2. 염료

21 종

4.3. 고무진

11 종

허브 및 장식용 식물
5.1. 허브
5.2. 장식용 식물

6

19 종

157 종
13 종

야자과 및 대나무
6.1. 등나무

126 종

6.2. 대나무

46 종

6.3. 야자류 및 기타

3 종

알칼로이드

1 종

8

기타 식물

6 종

9.

동물 제품

7

9.1. 사냥 동물
포유류

26 종

파충류

15 종

양서류
조류

82

2 종
11 종

9.2. 동물 육종

4 종

9.3. 동물 제품

5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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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종에 대한 토지 적합성
조림지 개발의 성공은 토지에 적합한 수종의 선택과 적용하는 조림 기
술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적합한 수종에 대한 정보, 특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수종의 경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임업연구개발청(Fore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FORDA)은 연구를 통해 산림 복원을 위한 현지 우수 수종 연구 결과를

산
림

발표하였다. 결과물은「산림 및 토지 복원을 위한 수종 도감｣이라는 제

및

목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2014년 제한적으로 출판되었는데 각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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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되기 적합한 수종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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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DRA가 실시한 연구는 2차에 걸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
다. 여러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1차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여기
에는 지방 산림국과 같이 관련 정부기관과의 인터뷰뿐 아니라 현지 주요
수종 및 수목 재배 요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차 데이터는
임업연구개발청 및 조림법 기술 요건 관련 기타 정부기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수집하였다. 수종 목록은 [별첨 3] 및 [별첨 4]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총국 역시 수마트라(Sumatera)와 칼
리만탄(Kalimatan) 섬 조림지에 식재하기 적합한 수종과 관련한 출판물
을 발간하였다. 해당 출판물에서 기술된 수종들은 [별첨 4]에서 보여지
는 바와 같이 토착 수종과 외래종 간의 교배 수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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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후변화
세계자원연구소(WRI)의 2012년 기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
계 탄소배출 국가 상위 10개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415.9억톤(MtCO2e)에 달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탄
소배출량을 보이는 국가는 중국으로 연간 106.8억톤 가량의 이산화탄
소를 배출하고 있다. 2위는 연간 58.2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
국이 차지하였으며 3위는 41.2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연간 19.4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여 6위를 차지하였다. <표 2.24>는 2012년 WRI 산출 기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 상위 10개국이다.
<표 2.24> 2012년 WRI 산출 기준 전 세계 10대 탄소배출국
중국

10.684,29 MtCO2e

미국

5.822,87 MtCO2e

유럽연합

4.122,64 MtCO2e

인도

2.887,08 MtCO2e

러시아

2.254,47 MtCO2e

인도네시아

1.981 MtCO2e

브라질

1.823,15 MtCO2e

일본

1.207,30 MtCO2e

캐나다

856,28 MtCO2e

독일

810,25 MtCO2e

2015년 11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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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COP21)에는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이 참석하여 지구 온난화 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한 행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인도
네시아는 당사국총회(COP21) 참석국으로 인도네시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29%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2030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없이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배출량을 41%까지 줄일
것임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감축 목표는 임업 분야, 에너지, 교통, 농
업, 산업 공정 및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달성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기여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 미만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구속력있는 협약 체결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의지는 2020년~2030년 기간 동안의 국가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초안에도 명시되
어 있다. 2016년 10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후 외교 회의 포럼에
서 환경산림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국가결정기여(NDC) 문서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6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ch)에서
개최될 당사국총회(COP 22) 전에 완성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후
변화 외교 포럼에는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7개국인 미
국, 한국,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및 호주 등 우방국 대사들이 참석하였
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국가들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이
끌어낼 수 있도록 각국 대표들을 초청한 것이다. 환경산림부 장관은 기
후변화 완화 대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양자 그리고 다자적 협력
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자금 지원, 기술 이전, 투명한 메커니즘
및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지원되는 역량 개선 등의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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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결정기여(NDC)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
국총회(COP 21)에서 합의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의 일부이다. 이
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하는 국가들의 의지를 문서로 담은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0월 19일 의회 본회의에서 파리협약에 대한 법
을 가결함으로써 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국가결
정기여(NDC) 문서를 비준한 85번째 국가가 되었다.
파리 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2016년 9월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참여한 197개국 중 180개국이 파리 협약에 서명하였다.
55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파리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때 이는 전 세계에게 인도
네시아가 환경 측면에서 큰 인식 및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습지협회(NASA 지원 하의 미국과 협력한 인도네시아
연구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전 세계
탄소 배출 기여 6위 수준보다 훨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의 배출량 재산출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순위는 상위 20대 배
출국 아래에 속한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인도네시아
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세 번째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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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열대 우림지역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위협
에서 전 세계를 지키는 보호자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 환경산림부 조직구조
1983년 전까지 임업분야는 농림부 내 총국(Directorates Generals)
중 하나로 농림부 산하에 있었다. 산림부는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설
립 이후 산림부는 여러 차례 정부 내각 변화에 맞춰 변해왔다. 1988년에

산
림

서 1993년까지의 내각 기간 동안, 부서의 이름이 산림 및 조림부서로

및

변경되었다. 그 이후 1993년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 집권 시절 산림

임
업

부로 다시 재명명되었다. 그 후 2014년까지 산림부라는 이름을 유지하

현
황

였다.
2014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내각 수립 이후, 산림부
는 환경부와 통합되어 환경산림부(MoEF)로 재탄생하였다. 환경산림부
의 조직구조는 [그림 2.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3명의 정책관
(Director General)급과 5명의 수석 자문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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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자문관
환경산림부

1. 중앙 및 지방기관
간 관계
2. 산업 및 국제무역
3. 에너지
4. 천연자원경제
5.. 식량

감사관

사무국장

삼림계획 및 환경
거버넌스 총국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전 총국

분수계 통제 및
보호림 총국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총국

오염 및 환경피해
통제 총국

폐기물 및
독성물질 관리
총국

기후변화 통제
총국

사회 임업 및 환경
파트너쉽 총국

환경 및 임업
법집행 총국

환경, 임업확장 및
인적자원
개발청

연구개발 및
혁신청

[그림 2.7] 환경산림부 조직구조

환경산림부(MoEF)는 지역 내 개발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고 또한
주별 정부 및 군별 정부와의 효과적인 정책 조율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
역에 걸쳐 각 주별 개발 프로그램의 이행기관으로서 지역 사무소를 설립
하였다. 환경산림부(MoEF) 내의 각 총국(Directorate Generals)은 아
래 <표 2.25>에서 설명하듯이 산하에 각각의 이행기관을 두고 있다.
<표 2.25> 환경산림부 산하 이행기관
총국
산림계획 및 환경 거버넌스
총국
천연자원 및 생태계보전 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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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관

개수

산림지정국
(Balai Pemantapan Kawasan
Hutan/BPKH)

22 사무소

국립공원(Taman Nasional)

51 사무소

천연자원보전국

26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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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

이행기관

개수

(Balai Konservasi Sumber Daya
Alam/BKSDA)

유역관리 및 보호림 총국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총국

임목종자국
(BalaiPerbenihanTanamanHutan/BPTH)

2 사무소

유역 및 보호국
(Balai Pengelolaan Daerah Aliran
Sungai dan Hutan Lindung
/BPDAS-HL)

34 사무소

생산림관리국
(Balai Pengelolaan Hutan Produksi /
BPHP)

16 사무소

오염 및 환경피해 통제 총국

-

-

폐기물 및 독성물질 관리 총국

-

-

후변화 통제 총국

기후변화, 산림 및 토지 화재 통제국
(Balai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5 사무소
dan Kebakaran Hutan dan Lahan/BPPI
dan Karhutla)

사회 임업 및 환경 파트너쉽
총국

사회임업 및 환경파트너쉽국
(Balai Perhutanan Sosial dan Kemitraan 5 사무소
Lingkungan/B-PSKL)

환경 및 임업 법집행 총국

환경 및 임업 보안 및 법집행국
(Balai Pengamanan dan Penegakan
Hukum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BPPHLHK))

5 사무소

지역 환경 및 임업 교육센터
(Balai Diklat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7 사무소

임업 직업학교
(Sekolah Menengah Kejuruan
Kehutanan Negeri/SMKKN)

5 학교

환경 및 임업연구개발국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BP2LHK)

7 사무소

농림업 연구개발 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1 사무소

환경 및 임업확장, 인적자원
개발청

연구개발 및 혁신청

산
림
및
임
업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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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

이행기관

개수

Teknologi 혼농임업)
임목종자 기술 연구개발 센터
1 사무소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Perbenihan Tanaman Hutan)
임목육종 연구개발 센터
(Balai Besar Penelitian dan
Pengembangan Bioteknologi dan
Pemuliaan Tanaman Hutan)

1 사무소

산림 생태계 및 이엽시과 연구개발 센터
(Balai Besar Penelitian dan
Pengembangan Ekosistem Hutan dan
Dipterocarpa)

1 사무소

천연자원보전기술연구개발 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Konservas iSumber Daya
Alam)

1 사무소

임목 섬유기술 연구개발 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Serat Tanaman Hutan)

1 사무소

비목재 임산물 기술 연구개발 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Hasi lHutan Bukan Kayu)

1 사무소

유역 관리 기술 연구개발 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Pengelolaan Daerah Aliran
Sungai)

1 사무소

임업 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림부 관료들
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별첨 5에는 환경산림부 고위관료
명단, 별첨 6은 Bogor 농과대학, Hasanudin 대학 그리고 Lambung
Mangkurat 대학 임업 교수진 등 임업 전문가를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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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산림자원개발 지역
환경산림부는 임업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 목적의 산림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지역 지도를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산림지역 지도
는 산림이용 지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산림부령 No. P.19/MenhutII/2014에 따라 발표된다. 지도 데이터 및 정보는 해당 지역별 변화
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데 예를 들어 허가권 기간이 종료되
는 경우 혹은 허가권 취소 상황 등이 수정된다. 업데이트는 또한 원
시 자연생산림 혹은 이탄지에 대한 신규 허가권 모라토리움 정책 등을 담고
있다. 모라토리움 산림지역 지도는 신규 허가권 정지지역 지도(PIPPIB)
로 알려져 있다.
산림이용 지도 최신판은 2015년 12월 10일자 장관령 SK. 5622/MENLHKPHPL/HPHP/2015에 따른 것으로 전체 10,861,153 ha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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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연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증(IUPHHK-HA) 할당 1,942,234 ha
b. 조림지 목재 및 생산림 허가증(IUPHHK-HTI) 할당 1,089,255 ha
c. 생태계 복원 목재 이용허가증(IUPHHK-RE) 할당 1,662,128 ha
d. 커뮤니티 조림지(HTR) / 커뮤니티 산림(HKm) / 마을 산림 할당
6,167,535 ha

2. 산림자원개발 허가권 신청 절차
지방 정부법 No.23/2015 제정과 더불어, 임업 행정에 대한 지역 권한
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 군(district)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
던 산림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권한이 주 정부로 옮겨갔다. 이러한 변화
로 인해 산림 투자 허가권의 신청절차 역시 변경되었다. 법 No.
23/2015 제정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투자에 대한 다양한 신청절
차를 평가하였다. 이 평가는 절차와 요건을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그
러나 수정사항에 대한 법률적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의 이행
시기는 예측불가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산림투자 허가권
신청 절차는 본 책이 쓰여질 당시에 유효했던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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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림지 생산림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HTI)
a. 법적 근거

1) 작업 지역 부여 및 확장, 천연림 목재 임산물 허가권, 생태계
복원 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생산림 산업
조림지 연장 절차에 대한 2015년 3월 25일자 환경산림부령 No. P.9/
MENLHK-II/2015.
2) 생산림 이용 허가권 제한에 대한 장관령No.P.8/Menhut-II/2014.
산
림
자
원
개
발

3) 생산림 이용에 대한 허가권 수수료에 관한 장관령 No.
P.76/Menhut-II/ 2014 .
b. 내용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은 산업 원자재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림의 효능 및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
림지 혹은 생산림을 개발하기 위한 허가권이다. 기본적으로, 조림지 생
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A) 및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 RE)은 동
일한 장관령에 따라 규정되어 유사한 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요청 지역에 대한 요건과 산림 이용 수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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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요건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에 대한 요청 지역 요
건은 다음과 같다.
1) 기타 허가권이 부여되지 않은 생산림
2) 산림 이용 지도에 기반하여 조림지로 정의된 산림 지역
3) 해당 요청 지역에 대한 주지사 추천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신청 자격이 주어지
는 투자자는 아래와 같다.
1) 개인
2) 협동조합
3) 인도네시아 사기업
4) 국영기업 (BUMN)
5) 지방정부 소유 기업(BUMD)
d. 신청 절차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신청서를 환경산림부에
제출한다. 투자조정청(BKPM)은 원스탑 통합서비스 카운터(PTSP)를 통
해 다음의 행정요건사항과 함께 신청서 사본을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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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Director General)과 주지사 및 군수/시장에게 송부한다
1) 인도네시아 사기업(BUMSI), 국영기업(BUMN) 및 지방정부 소유기
업(BUMD) 신청인을 위한 무역 비즈니스 면허증과 같은 비즈니스 허
가권(SIUP)
2) 납세자 등록 번호(NPWP)
3) 동일한 주 혹은 군/도시에 요청된 산림지역으로 지점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성명서
4) 전체 10,000 ha 요청 지역에 대한 최소 1:50,000축척의 지도
혹은 10,000 ha 미만 전체 지역에 대한 1:10,000 축척 지도, 디
지털 지형도(SHP 파일) 포함
5) 요청 지역 내 현지 커뮤니티 관련 정보 및 요청 지역에 대한 주 공간
정보가 담겨 있는 1:50,000 축척의 지도가 첨부된 장관 송부용
주지사 추천서. 신청서가 주지사에게 제출된 이후 21일 이내에 추
천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조정청(BKPM)이 신청서를 처리
한다.
6) i) 요청 지역 주변 현지 커뮤니티의 사회경제 그리고 문화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일반 상황, ii) 기업 일반 정보 그리고 iii) 목표, 목적,
이용 계획, 조림 이행 시스템, 조직/거버넌스(지배구조), 투자계획,
재정/현금 흐름, 산림 보호 및 산림 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적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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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림부령(No. P.8/Menhut-II/2014)에 기반하여, 한 가지 허가권
에 대한 요청이 가능하고 최대 요청면적은 50,000 ha이나, 최대 요
청 산림면적이 100,000 ha인 파푸아(Papua) 또는 서부 파푸아
(Papua)는 제외되며 기업 당 2개 허가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신청서가 투자조정
청(BKPM)에 제출된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정청(BKPM)에 배치된 환경산림부 직원은 1 영업일 이내에
요건의 완전성을 검토한다. 만일 신청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
우,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다시 반환된다. 만일 허가권에 필요한 요
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평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는 환경산림
부 사무국장을 거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
에게 제출되게 된다.
2)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7영업일 이내에
기술적 제안서 평가뿐 아니라 지도 및 요청 지역을 검토하는 등
기술적 검증을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사무국장에게 제출되며 사무
국장은 평가결과서를 1영업일 이내에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적 검증의 결과와 지도 및 요청 지역 검토 결과, 기술적 제안서
평가가 “실패”로 나타나는 경우, 투자조정청(BKPM) 장은 5영업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불수리 통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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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평가 결과서가 “통과”인 경우, 투자조정청(BKPM) 장은 장관
을 대신하여 5영업일 이내에 허가권 소유자 후보를 결정하고 신청인
에게 다음의 지시사항을 담은 허가서를 발행한다.
•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AMDAL)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노력(UKL-UPL)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 만일 요청
면적이 5,000 ha 미만인 경우 단순히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만 작성하면 된다. 만일 요청 면적이 5,000 ha
이상일 경우,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관리 또는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문서에 따
라 섭정 혹은 시장은 환경 허가서(IL)을 발행하게 된다.
• 산림 기획청(BPKH) 기술적 지침에 따라 요청 작업 면적의 지리적
좌표 경계 수립. 이 데이터는 정확한 작업 면적 지도를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5) 환경허가서(IL) 발행 및 해당 지역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허가서 발행 이후 늦어도 15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
다. 특정 시간내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허가서는 자동적으로
철회되며 장관을 대신하여 투자조정청(BKPM) 장이 신청인에게
계약철회로 인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6) 만일 환경허가서(IL)과 해당 지역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정해진 시간내에(150일 이내) 완료되면 신청인은 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투자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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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M)은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이 해당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7) 지리적 좌표 공식 보고서와 더불어 환경허가서(IL)과 지원 문서 즉
환경영향평가 혹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바탕으로한 작업지역 지도
제작을 선행할 수 있다.
8) 작업 면적 지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1영업일 이내에 산림이용 허가권 수수료를 청구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30영업일 이내에 산림이용허가권 수수료를 지불
하도록 지시한다.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지불에 대한 산림이용 허가권 수수료(IUPH) 금액은 산림부령 No.
P.76 / Menhut-II / 2014에 따라 연간 ha당 Rp 250이다. 수수
료 지불은 60년 동안의 허가권 사용 기간에 대해 지불되어야 한다.
9)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IT)에 대한 산림이용
허가권 수수료(IUPH) 지불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허가권 발급과 관련한 장관령 초안을
작성하여 2영업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그 이후, 사무국
장은 장관령 초안의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게 되며 2영업일 이내에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해당 초안을 제출한다.
10) 투자조정청(BKPM)장은 장관령 초안 수령 후, 환경산림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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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5영업일 이내에 작업 면적 지도가 부착된 허가권 부여
관련 령을 발표한다.
11) 허가권 부여 및 작업지역 지도가 첨부된 허가권 부여 관련 장관령
원본 문서는 투자조정청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BKPM) 카운
터에 제출된다.
허가권 신청을 위한 행정처리과정이 투자조정청(BKPM) 및 환경산림부
에서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은 투자조정청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BKPM) 카운터에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부여받은 사용자 ID를 사
용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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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연생산림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HA)
a. 법적 근거

1) 작업 지역 부여 및 확장, 천연림 목재 임산물 허가권, 생태계 복원
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생산림 산업
조림 연장 절차에 대한 2015년 3월 25일자 환경산림부령 No.
P.9/MENLHK-II/ 2015.
2) 생산림 이용 허가권 제한에 대한 장관령No.P.8/Menhut-II/2014.
3) 생산림 이용에 대한 허가권 수수료에 관한 장관령No.P.76/
Menhut-II/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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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용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은 벌목, 수종보완식재,
산림유지 및 목재 판매 등의 활동을 위한 천연 생산림 이용 허가권이다.
c. 요건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요청 지역에 대한 요건
은 다음과 같다:
1) 기타 허가권이 발급되지 않은 생산림 지역
2) 산림 이용 지도에 기반하여 천연림로 정의된 산림 지역(해당 정보
는 환경산림부 웹사이트 참조).
3) 해당 지역에 대한 주지사 추천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신청자격을 갖춘 투자자
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2) 협동조합
3) 인도네시아 사기업(BUMSI)
4) 국영기업(BUMN)
5) 지방정부 소유 기업(BU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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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청 절차

천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신청서는 환경산림부에게
제출되는데 원스탑 통합 서비스 카운터를 거쳐(PTSP) 수신인 투자조정
청(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에게 전달되며 사본
은 환경산림부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 주
지사 및 군수/시장 등에게 다음의 행정요건과 함께 송부된다:
1) 사기업(BUMSI), 국영기업(BUMN)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BUMD) 신
청인에 대한 무역 비즈니스 허가증
산
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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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SIUP) 등과 같은 비즈니스 허가권
2) 납세자 등록 번호(NPWP)
3) 요청 산림 지역에 대해 동일한 주 혹은 군/도시에 지점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에 관한 공증 사무소 작성 성명서
4) 총 요청 면적이 10,000 ha가 넘는 경우 최소 1:50,000 축척의 요
청면적 지도 혹은 10,000 ha 미만인 경우 1:10,000 축척의 지도
로 소프트 SHP 파일 포함. 요청 지역 내 현지 커뮤니티 관련 정보
및 요청 지역에 대한 공간 정보가 담겨 있는 1:50,000 축척 지도가
첨부된, 장관에게 보내는 주지사 추천서. 신청서가 주지사에게 제
출된 이후 21일 이내에 추천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조정청
(BKPM)이 신청서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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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요청 지역 주변의 현지 커뮤니티의 사회경제 그리고 문화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일반 상황, ii) 기업 일반 정보 그리고 iii) 목표, 목적,
이용 계획, 조림 수행 체계, 조직/거버넌스(지배구조), 투자계획, 재
정/현금 흐름, 산림 보호 및 산림 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적
제안서
6) 산림부령 (No. P.8/Menhut-II/2014)에 기반하여, 한가지 허가권에
대해 요청가능하고, 최대 산림면적은 50,000 ha이며, 최대 요청 산
림면적이 100,000 ha인 파푸아(Papua) 또는 서부 파푸아
(Papua)는 제외되며 기업별로 2개 허가권만 신청가능하다.
투자조정청(BKPM)이 천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신청서를
수령한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정청(BKPM)에 배치된 환경산림부 직원은 1 영업일 이내에 요건
의 완전성을 검토한다. 만일 신청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우, 신청
서는 신청자에게 다시 반환된다. 만일 허가권에 필요한 요건을 완
전히 갖추었다고 평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는 환경산림부 사무국
장을 거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에게 제출
되게 된다.
2)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7영업일
이내에 기술적 제안서 평가뿐 아니라 지도 및 요청 지역을 검토하는
등 기술적 검증을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사무국장에게 제출되며
사무국장은 평가결과서를 1영업일 이내에 투자조정청(BKPM) 장에
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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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검증의 결과와 지도 및 요청 지역 검토 결과, 기술적 제안서
평가가 “실패”로 나타나는 경우, 투자조정청(BKPM) 장은 5영업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불수리 통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 만일 평
가 결과서가 “통과”인 경우, 투자조정청(BKPM) 장은 장관을 대신하
여 5영업일 이내에 허가권 소유자 후보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다
음의 지시사항을 담은 허가서를 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AMDAL) 수립 및 제출.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의거
하여 군수 혹은 시장은 환경허가서(IL)을 발행한다.
• 산림 기획청(BPKH) 기술적 지침에 따라 요청 작업 면적의 지리적
좌표 경계 수립. 이 데이터는 정확한 작업 면적 지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4) 환경허가서(IL) 발행 및 해당 지역의 지리적 좌표 공식 보고서는
허가서 발행 이후 늦어도 15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특정 시
간내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허가서는 자동적으로 철회되
며 장관을 대신하여 투자조정청(BKPM) 장이 신청인에게 계약철회로
인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5) 만일 환경허가서(IL)과 해당 지역의 지리적 좌표 공식 보고서가
정해진 시간내에(150일 이내) 완료되면 신청인은 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투자조정청
(BKPM)은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이 해당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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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리적 좌표 공식 보고서와 더불어 환경허가서(IL)과 지원 문서 즉
환경영향평가 혹은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
은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바탕으로한 작업지역 지도 제작을 선
행할 수 있다.
7) 작업지역 지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1영업일 이내에 임지세 납부 고지서를(IUPH) 발행,
청구하며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PHK-HA) 소유주 후보군들
이 30영업일 이내에 임지세를 지불하도록 지시한다. 산림부령 No.
P.76 / Menhut-II / 2014의거 천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지불에 대한 산림이용허가 수수료(IUPH)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수마트라(Sumatera), 술라웨시(Sulawesi) 및 파푸아(Papua)는
연간 ha당 Rp 3,750
• 칼리만탄(Kalimantan) 및 말루쿠(Maluku)는 연간 ha당 Rp
5,000
•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는 연간 ha당 Rp 2,000
55년 유효의 허가권 사용에 대한 임지세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
1) 임지세 납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허가권 발급과 관련한 장관령 초안을 작성하여 2영업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그 이후 사무국장은 장관령 초안의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게 되며 2영업일 이내에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해당 초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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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조정청(BKPM) 장은 장관령 초안 수령 후, 환경산림부 장관을
대신하여 5영업일 이내에 작업 면적 지도가 첨부된 허가권 부여관
련 장관령을 발표한다.
3) 작업면적 지도가 첨부된 허가권 부여관련 장관령 원본문서는 투자조
정청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BKPM) 카운터에 제출가능하다.
환경산림부 투자조정청(BKPM)에서 허가권 신청서 처리가 이뤄
지는 동안, 신청인은 투자조정청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BKPM)
카운터에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부여 받은 사용자 ID를 사용
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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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태계 복원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RE)
a. 법적 근거

작업 지역 부여 및 확장, 천연림 목재 임산물 허가권, 생태계 복원 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생산림 산업 조림지 연장
절차에 대한 2015년 3월 25일자 환경산림부령 No. P.9/MENLHK-II/
2015
b. 내용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는 생산임지의 천연림
내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허가를
말하며, 조림, 무육, 간벌, 야생동물 번식, 야생 동식물 방사를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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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과 함께 천연생물자원을 복원하여, 생물자원과 그 생태계가 균
형을 이루도록 도모하는 사업이다.
c. 요건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 신청 지역의 요건은 다
음과 같다:
1) 기타 허가권이 부여되지 않은 생산림 지역
2) 산림 이용 지도에 의거하여 복원 생태계 지역으로 정의된 산림 지
역으로 기타 권리가 없는 지역(정보는 환경산림부 웹사이트에서 참
조 가능) 또는 신규 허가권 정지지역 지도에 등재된 지역으로 분류되
는 생산림
3) 해당 지역에 대한 주지사 추천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 신청 자격을 갖춘 투자
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2) 협동조합
3) 인도네시아 사기업
4) 국영기업(BUMN)
5) 지방정부 소유 기업(BU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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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청 절차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 신청서는 환경산림부에
제출되는데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카운터를 거쳐 수신인 투자조정청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에게 전달되며 사본은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 주지사 및 군수/시장
등에게 다음의 행정요건과 함께 송부된다:
1) 사기업(BUMSI), 국영기업(BUMN)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BUMD)
신청인에 대한 무역 비즈니스 면허증(SIUP) 등과 같은 비즈니스 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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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권
2)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3) 요청 산림 지역에 대해 동일한 주 혹은 군/도시에 지점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에 관한 공증 사무소 작성 성명서
4) 총 요청 면적이 10,000 ha가 넘는 경우 최소 1:50,000 축척의 요
청면적 지도 혹은 10,000 ha 미만인 경우 1:10,000 축척의 지도
로 소프트 SHP 파일 포함
5) 요청 지역 내 현지 커뮤니티와 관련한 정보 및 요청 지역에 대한
주 공간 정보가 담겨 있는 1:50,000 축척 지도가 첨부된, 장관에게
보내는 주지사 추천서
신청서가 주지사에게 제출된 이후 21일 이내에 추천서가 발행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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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투자조정청(BKPM)이 신청서를 처리한다.
6) i) 요청 지역 주변의 현지 커뮤니티의 사회경제 그리고 문화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일반 상황, ii) 기업 일반 정보 그리고 iii) 목표, 목적,
이용 계획, 조림 수행 체계, 조직/거버넌스(지배구조), 투자계획, 재
정/현금 흐름, 산림 보호 및 산림 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적
제안서.
7) 산림부령 No. P.8/Menhut-II/2014에 기반하여, 한가지 허가권에
대한 요청가능 최대 산림면적은 50,000 ha이며, 최대 요청 산림면적
이 100,000 ha인 파푸아(Papua) 또는 서부 파푸아(Papua)는 제
외되며 기업당 2개 허가권만 요청할 수 있다.
투자조정청(BKPM)이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신청서를 수령한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정청(BKPM)에 배치된 환경산림부 직원은 1 영업일 이내에 요건
의 완전성을 검토한다. 만일 신청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우, 신청
서는 신청자에게 다시 반환된다. 만일 허가권에 필요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평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는 환경산림부 사무국장을
거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에게 제출되
게 된다.
2)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7영업일 이내에
기술적 제안서 평가뿐 아니라 지도 및 요청 지역을 검토하는 등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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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사무국장에게 제출되며 사무국장은
평가결과서를 1영업일 이내에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전달
한다.
3) 기술적 검증의 결과와 지도 및 요청 지역 검토 결과, 기술적 제안서
평가가 “실패”로 나타나는 경우, 투자조정청(BKPM) 장은 5영업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불수리 통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
4) 만일 평가 결과서가 “통과”인 경우, 투자조정청(BKPM) 장은 장관을
대신하여 5영업일 이내에 허가권 소유자 후보를 결정하고 신청인
에게 다음의 지시사항을 담은 허가서를 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AMDAL) 작성 및 제출.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의거
하여 선정 혹은 시장은 환경허가서(IL)을 발행한다
• 산림 기획청(BPKH) 기술적 지침에 따라 요청 작업 면적의 지리적
좌표 경계 수립. 이 데이터는 정확한 작업 면적 지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5) 환경허가서(IL) 발행 및 해당 지역의 지리적 좌표 공식 보고서는
허가서 발행 이후 늦어도 15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특정 시
간내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허가서는 자동적으로 철회되며
장관을 대신하여 투자조정청(BKPM) 장이 신청인에게 계약철회로
인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6) 만일 환경허가서(IL)과 해당 지역의 지리적 좌표 공식 보고서가 정해진
시간내에(150일 이내) 완료되면 신청인은 투자조정청(BKPM)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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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투자조정청(BKPM)은 생산
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이 해당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
록 처리한다.
7) 지리적 좌표 공식 보고서와 더불어 환경허가서(IL)과 지원 문서 즉
환경영향평가 혹은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
은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바탕으로한 작업지역 지도 제작을 선
행할 수 있다.
8) 작업지역 지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1영업일 이내에 임지세 납부 고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
으로 하여금 30영업일 이내에 임지세를 납부하도록 지시한다. 천
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지불에 대한 목재이용 허가
권 수수료(IUPH) 금액은 산림부령 No. P.76/ Menhut-II/2014
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수마트라(Sumatera), 술라웨시(Sulawesi) 및 파푸아(Papua)는
연간 ha당 Rp 1,900
• 칼리만탄(Kalimantan) 및 말루쿠(Maluku)는 연간 ha당 Rp
2,500
•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는 연간 ha당 Rp 1,500 이며 기
간은 최장 55년이다.
9) 상기 지불에 의거해,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허가권 발급과 관련한 장관령 초안을 작성하여 2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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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그 이후, 사무국장은 장관령 초안의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게 되며 2영업일 이내에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해당 초안을 제출한다.
10) 투자조정청(BKPM) 장은 장관령 초안 수령 후, 환경산림부 장관
을 대신하여 5영업일 이내에 작업지역 지도가 첨부된 허가권 부
여 관련 령을 발표한다.
11) 작업지역 지도가 첨부된 허가권 부여 관련 장관령 원본 문서는 투
자조정청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BKPM) 카운터에서 제출될
수 있다
환경산림부와 투자조정청(BKPM)에서 허가권 신청서 처리가 이뤄지는
동안, 신청인은 투자조정청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BKPM) 카운터에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부여 받은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온라인 시
스템에 접속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4 탄소 흡수 및 저장 상업이용 허가권(UP RAPPAN – KARBON)
a. 법적 근거

생산림 및 보호림에서의 탄소흡수 그리고/혹은 저장의 상업적 이용 허
가 절차와 관련한 장관령 No. P.36/Menhut-II/2009jo. P.8/Menlhk-I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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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용

탄소 흡수 및 저장 (UP – KARBON)의 상업적 이용은 생산림 및 보호
림 지역에서 이행될 수 있는 환경 서비스 중 하나이다. 생산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저장 활동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틀 달성과 관련하여 이행
된다.
1) 산림지역 기능에 의거한 탄소흡수활동(RAP KARBON)은 다음과
같다.
•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또는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R) 활동의 일환인
조림 및 보존. 이 활동들은 특정 조림 체계에 따라 토지 조성 시
스템, 묘목장 개발, 보존, 조림, 수확 및 판매 등으로 구성
•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및 생태계 복원 목
재이용 허가권(IUPHHK-RE)의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한 조
림목 벌기 기간까지의 식재 및 보존
•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생태계 복원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RE), 조림지 생산지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TI) 또는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 HTR)의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한 벌목 지역 재조림.
• 집약적 식재(TPTI)와 선별적 벌목 또는 라인 식재(line planting)
후 선별적 벌목 이용에 대한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A),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
또는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의 선상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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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조림 기술을 사용하여 임목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
2)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PHPL)에 따른 탄소 저장 활동
(PAN-KARBON) :
•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의 특정 작업 지역에
서의 벌기령 연장 또는 지연
•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또는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R) 산림지역 일부
혹은 구역에서의 벌채활동 지연 및 벌기령 연장
•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산림지역 일부 혹은
구역에서의 환경친화적 벌채 이행
• 선별적 벌목 및 라인 식재 시스템 혹은 선별적 벌목 및 집약적
식재와 관련해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PHHK)의 완충지
대 유지 및 확보
•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및 조림지 생산지
목재이용 허가권(IUPHH-HTI) 지역 내 보호 및 보전지역 확대
•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생태계 복원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RE),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TI),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TR) 또는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PHHBK)
내 전체, 일부 또는 구역 보호를 위한 기능 지역 보호 및 확보
• 천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또는 생태계 복원 목재이
용 허가권(IUPHHK-RE)내 전체, 일부 또는 구역 보호 및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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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림에서의 탄소흡수 활동(RAP-KARBON)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전체, 일부 혹은 구역에 대한 조림 체계에 따라 토지 조성,
묘장 개발, 조림, 보존, 수확 및 판매 등으로 구성되는 산림지역
이용 허가권 또는 커뮤니티 산림 및 마을 산림 이용 허가권 등을
위한 보호지역에서의 식재 및 보존
• 산림 내 전체, 일부 혹은 구역에 대해 산림지역 일부 혹은 커뮤니티
산림 및 마을 산림 이용 허가권 관련하여 벌채시기까지의 식재
및 보존
• 특정 조림 기술을 활용한 임목 개량을 통한 임분 생산성 증대
4) 보호림에 대한 탄소저장 활동(PAN-KARBON)은 다음과 같다.
• 산림지역 또는 커뮤니티 산림 및 마을 산림 이용 허가권으
로 허가된 지역의 보존 및 확보
• 산림지역 또는 커뮤니티 산림 및 마을 산림 이용 허가권이 부
여된 지역의 보호 및 보전지역 확대
• 산림지역 또는 커뮤니티 산림 및 마을 산림 이용 허가권이 부
여된 지역의 전체 및 일부 지역에 대한 보호지역으로서의 기
능을 하는 지역 보호 및 확보
• 산림지역 또는 커뮤니티 산림 및 마을 산림 이용 허가권으로 보
존되는 전체 혹은 일부 지역 보호 및 확보
산림지역의 지형 및 투자자에 따라 탄소 흡수 및 저장은 다음과 같
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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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생태계 복원 목재이
용 허가권(IUPHHK-RE),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R),
지역 이용, 커뮤니티 산림 및 산림 마을 허가권 등과 같이 기타
권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탄소 흡수 및 저장 : 투자자들은 허가권
소유자들이다. 예를 들어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의 특정 지역 내 탄소 흡수 및 저장 신청은 오직 관련된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소유자만 할 수 있다. 신
청은 탄소 흡수 및 저장의 상업적 이용권 발행 이후에 가능하다
(IUP RAPPAN-KARBON).
2) 기타 권리가 없는 지역에서의 탄소 흡수 및 저장 : 개인, 협동조합,
국영기업(BUMN), 사기업(BUMSI) 또는 지방정부 소유기업
(BUMD)이 신청서 제출자격을 가진다.
3) 허가권 시스템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프로젝트 개발인 탄소 흡수
및 저장
탄소 흡수 및 저장 허가권(IUP RAP-KARBON)의 최대 기간은 25
년이며 기간 연장은 장관만이 할 수 있다.
c. 요건

1) 기타 권리를 가진 지역에서의 탄소 흡수 및 저장 허가권(IUP
RAPPAN-K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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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TI),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TR), 지역 이용, 커뮤니티 산림 및 마을 허가권 소
유자 등과 같은 허가권 소유주이다.
• 필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생태계 복원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RE),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TI),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TR), 지역 이용, 커뮤니티 산림 및 마을 허가권
결정 사본.
- 탄소 흡수 및 저장 허가권 제안서 (UP RAP-KARBON 및 UP
PAN-KARBON)는 다음과 같다.
❖ 환경 서비스 허가권 이용 수립 배경
❖ 허가권 법적 근거 및 적법성
❖ 목적 및 목표
❖ 지역/위치 설명
❖ 다음의 내용을 담은 관리계획:
➢ 산림자원 개발 계획
➢ 커뮤니티 발전 계획
➢ 환경 서비스 계획
➢ 조직적 관리
➢ 산림 자원 보호 및 보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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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흐름
❖ 기타 제안서 관련 자료
2) 기타 권리가 없는 지역에서의 탄소 흡수 및 저장 허가권
(IUP RAPPAN-KARBON).
• 신청 자격인:
- 개인
- 협동조합
- 국영기업(BUMN) 또는 지방정부 기업(BUMD)
- 인도네시아 사기업
• 신청서 요건:
- 개인 신청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한 협동조합/기업 설립 증서 및 개정서
- 인가받은 기관으로부터의 비즈니스 허가권
- 납세자 등록 번호(NPWP)
- 주 그리고/혹은 군/도시에 지점 사무소 개설 계획을 나타내는 성명서
- 탄소 흡수 그리고/또는 탄소 저장 제안서 (UP RAP-KARBON 및
UP PAN-KARBON).
3) 탄소 흡수 및 저장 프로젝트 개발
생산림 허가권 소유자(BUMN) 또는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A),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 또는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허가권 소유자는 투자자와의
운영적 협력을 통해 탄소 흡수 및 저장 프로젝트 개발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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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간의 파트너쉽은 i) 판매 및 결제, ii) 산림 자원 보존 및 개발,
iii) 현지 커뮤니티 권한신장, 그리고 iv) 주변지역에서의 프로젝트 개발
및 반복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허가권 소유주 간의 최소한의 권리
와 의무를 담고 있다.
프로젝트 개발 활동의 결과로는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판매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가 있으며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국제 시장의 기준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일이 수행되어야 한다:
•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프로젝트 설계 조율
• 기존의 독립적 평가 서비스를 활용한 평가 및 검증
프로젝트 문서의 조율 및 검증 등이 국제 컨설턴트 혹은 국제 평가사에
의해 이행되는 경우, 평가사들은 국내 컨설턴트 혹은 국내 독립적 평가사와
협력해야 한다.
프로젝트 개발업체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배출권(VER) 인
증서를 받기 위해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VCM) 내 국가등록기관에 프로
젝트 문서를 등록한다. 만일 국가등록기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경우,
총국의 기술적 리뷰를 받은 후 사무국장이 등록을 이행한다. 또한 배출
권(VER) 인증서는 프로젝트 개발업체와 매입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거
래가 가능하며 장관 승인을 바탕으로 국내 또는 국제 시장에서의 탄소
거래 시장을 통해 간접거래가 가능하다. 탄소 배출권 형태로의 탄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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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장관의 승인 하에 다시 재판매되거나 제3자에게 기부될 수 있다.
배출권(VER) 인증 프로젝트는 원래의/영구 배출권 및 저장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하며 국내 독립 기관 또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의 국내/국제
기관에 등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배출 감축량 구매 합의서(ERPA) 발행과 관련하여 지불되는 인증된
탄소 배출권 거래 매출액은 환경서비스 값으로 불린다. 이는 아래의 행
정절차에 따라 탄소 흡수 및 저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개입한 당사자
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표 3.1> RAPPAN-KARBON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환경서비스 분배값
No.

허가권 소지자/개발업체

배분율
정부

커뮤니티

개발업체

1.

IUPHHK-HA

20 %

20 %

60 %

2.

IUPHHK-HT

20 %

20 %

60 %

3.

IUPHHK-RE

20 %

20 %

60 %

4.

IUPHHK-HTR

20 %

50 %

30 %

5.

민영 소유 산림

10 %

70 %

20 %

6.

활동들이 주(州)산림내에 위치한 커뮤니티 산림

20 %

50 %

30 %

7.

관습적 산림

10 %

70 %

20 %

8.

마을 산림

20 %

50 %

30 %

9.

KPH

30 %

20 %

50 %

10.

KHDTK

50 %

20 %

30 %

11.

보호림

50 %

20 %

30 %

또한 정부 산림면적 비율은 중앙정부 40%, 주정부 20%, 군/시 정부
40%와 같이 정부 지역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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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커뮤니티 기금은 마을 현지인과 정부가 수립한 적정한 거버넌스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신탁 기금으로 관리된다. 개발 프로젝트는 탄소
흡수(RAP KARBON) 및 탄소저장(PAN KARBON) 개발 프로젝트 산
림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산림기관에 의해 촉진된다.
프로젝트 개발업체는 국내/국제 시장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d. 신청 절차

1) 기타 권리가 없는 지역에서의 탄소흡수 및 저장의 상업적 이용 허
가권(IUP RAPPAN-KARBON):
• 신청서는 투자조정청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BKPM) 카운터를
통해 제출하며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산리기획청투자조정청(BKPM) 장은 투자조정청(BKPM)의 환경
산림부 연락담당자를 통해 1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
증한다.
•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서 문서는 신청자에게 다시 반환된다.
• 만일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된 경우, 신청서는 환경산림부 사무국
장에게 송부되며 다시 1영업일 이내에 정책관(Director General)
에게 제출된다.
•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산림 관리의
기술적 측면, 산림 환경 서비스 유형, 현금 흐름 및 현지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활동 등을 평가하기 위해 7영업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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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구성한다.
• 만일 기술적 제안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5영업일 이내에 작업지역 지도 제작을 진행한다.
•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탄소 흡수 그리고/또는 저장 허가
권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고 허가권 소지자 후보에게 30일
이내에 세외수입(PNBP) 온라인 정보 시스템(SIMPONI)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지시한다.
•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탄소 흡수/저장 허가권 발급과 관련
한 장관령 초안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 사무국장은 장관령의 법률적 측면을 2영업일 이내에 검토하고
초안을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송부한다.
• 투자조정청(BKPM) 초안을 수령한 투자조정청(BKPM)장은 장관을
대신하여 5영업일 이내에 작업 지역 지도를 첨부한 허가권을 발급
한다.
• 장관령 원본 문서 제출은 투자조정청 원스탑 통합 서비스(PTSP
BKPM) 카운터를 통해 이뤄진다.
2) 기타 권리가 없는 지역에 대한 탄소흡수 및 저장의 상업적 이용 허
가권(IUP RAPPAN-KARBON)
기타 권리가 있는 지역과 기타 권리가 없는 지역에서의 탄소 흡수
및 저장 절차 그리고 행정처리는 유사하다(유일한 차이점은 요건
에 명시된 기관 또는 회사 유형 등임).
3) 탄소 흡수 및 저장 프로젝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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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흡수 및 저장 프로젝트 개발 체계는 보통의 허가권 체계와 상
이하다. 프로젝트 개발업체는 보통 산림 관리기관(BUMN, Perum
Perhatani)이거나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생
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 또는 조림지 생산림 목
재이용허가권(IUPHHK- HTI) 소지자들이다. 투자자들과 협력하는
경우에는 장관 혹은 관련 정책관(Associated Director General)
승인을 획득한 후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2.5 목재 임산물 1 차 산업 허가권(IUIPHHK)
a. 법적 근거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 관련 환경산림부령 No. P.13/MenLHK-II/
2015
b. 내용

인도네시아에는 2가지 유형의 산림산업이 존재한다. 1차산업과 2차산
업으로 원자재와 생산 제품에 따라 분류된다. 2차 산업은 산업부 승인에
의거하여 반제품의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반
면 임업 1차 산업은 환경산림부의 재가를 거친다.
목재가공 산업(IPHHK)은 원목 또는 우드칩 가공을 통해 반제품 혹
은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목재가공 산업의 유형은 생산 제품을
기준으로 다음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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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제재판재(sawn board) 및 목재펠릿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
재산업
2) 베니어판, 합판, LVL, 치장합판, 합판직면 대나무, 블록보드, 시멘
트 판재, 파티클보드와 같은 다양한 제품의 목재 복합재 산업
3) 목재 펠릿 혹은 목탄 제품 등의 목재 바이오매스 산업
4) 우드칩 산업
1차 및 2차 산업 모두 산업부 관리에 속하지만 허가권은 여전히 별도
로 진행, 발급되며 두 유형 산업 이행 모두 통합 산업으로 진행된다. 산
림 1차 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원칙에 따라서 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IUPHHK)을 통해 원목을 원자재로 사용한다. 따라서 허가권 발급뿐 아
니라 개발 역시 환경산림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1차 산업은 생산용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1) 연간 6,000m3 이상의 생산용량을 갖춘 1차 산업
2) 연간 2,000m3 이상 최대 6,000m3까지의 생산용량을 갖춘 1차 산업
3) 연간 최대 2,000m3의 생산용량을 갖춘 1차 산업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은 산림 이외의 민간 분야에 건설된다. 목재 임산
물 이용 허가권 소지자(IUPHHK) 혹은 산림 관리인(perum perhautni)
이 작업 지역 이내에서 산림 지역내 1차 산업 개발 허가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작업 지역에서의 벌목 폐기물를 처리하기 위해 이동식 티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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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둥근톱, 이동식 회전필러 혹은 이동식 슬라이서, 칩퍼(chipper)
등과 같은 이동식 기계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원자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c. 요건

1) 연간 6,000m3 이상의 생산용량을 갖춘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IPHHK)
이 허가권은 다음에게 부여된다:
• 개인
• 협동조합
• 인도네시아 사기업(BUMSI)
• 국영기업(BUMN)
• 지방정부 소유기업(BUMD)
신청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직인이 찍힌 신청서 서한 및 목록. 목록에는 다음의 데이터 및 정
보를 포함한다: 신청인 데이터, 사업장소, 산업 건설 계획 및 기간,
투자 계획, 고용 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기계 운영 계획,
원자재 공급 계획, 창고입고 계획, 벌채 및 벌채목 저장계획, 환경
관리계획
• 직인이 찍히고 국장(Director)이 서명한 투자가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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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의 성명, 사업장소 및 산업 유형 등에 대한 주 산림국장의 사
업기술서
• 기업/협동조합 설립증서, 전결권자 승인의 수정서, 혹은 개인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
• 납세자 등록 번호(NPWP)
•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SPPL) 역량 기술서
2) 2,000m3 이상 최대 6,000m3의 생산용량을 갖춘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IPHHK)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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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가권은 다음 대상자에게 부여된다.
• 개인
• 협동조합
• 인도네시아 사기업(BUMS)
• 국영기업(BUMN)
• 지방정부 소유 기업(BUMD)
신청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직인이 찍힌 신청서 서한 및 목록. 목록에는 다음의 데이터 및 정보를
포함한다: 신청인 데이터, 사업장소, 산업 건설 계획 및 기간, 투자
계획서, 고용 계획서, 마케팅 계획서, 생산 계획서, 기계 운영 계획
서, 원자재 공급 계획서, 창고입고 계획서, 벌채 및 벌채목 저장 계
획, 환경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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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이 찍히고 국장(Director)이 서명한 투자자치 성명
• 기업/협동조합 설립증서, 공증인에 의해 공증된 수정서, 혹은 개인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
• 납세자 등록 번호(NPWP)
• 환경 허가서
• 토지전용 허가서(Disturbance Permit)
3) 연간 2,000m3 이상의 생산용량을 갖춘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IPHHK)
이 허가권은 커뮤니티 산림에 대한 목재 가공 허가권으로 알려져있다.
원자재의 경우, 목재는 커뮤니티 산림 혹은 민간 산림에서 확보된다.
허가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산업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 i) 자바(Java), 발리(Bali) 및 롬북(Lombok) 섬 그리고 ⅱ) 자바
(java), 발리(Bali) 및 롬북(Lombok) 이외 지역
허가권 발급의 절차가 상이한 것은 불법 벌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바(Java), 발리(Bali) 및 롬북(Lombok) 섬에서의 커뮤니티 조림지 개
발은 상대적으로 사유 지역의 생온(Sengon)이나 자본(Jabon)과 같이
속성 수종을 식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은 국유림에서는 수행되
지 않는다.
한편 자바(Java), 발리(Bali) 및 롬북(Lombok)이외에 사유 지역에서
의 속성 수 조림지는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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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재배되는 수종은 산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장하는 수종과
유사하다. 따라서 불법 벌목을 통제하기 위해서 허가권 발급과 관련한
특정 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허가권은 다음 대상자에게 부여된다.
• 개인
• 협동조합
• 마을 소유 기업(BUMDes)
개인 신청자의 허가권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 사본
• 구매 혹은 임대 영수증 증빙의 사용 기구 유형 목록
• 마을 장(Lurah)이 발행한 거주지 면허증 혹은 비즈니스 거주 증명서
• 자바(Java), 발리(Bali) 및 롬북(Lombok)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는 소유권 증명서나 토지 임대 계약서 등과 같이 토지
소유 증명서
협동조합 또는 마을 소유 기업의 허가권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마을소유기업(BUMDes) 설립 증서
• 영업허가증(SIUP), 생활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에 관한 성명서
(SPPL)
• 구매 혹은 임대 영수증 증빙의 사용 기구 유형 목록
• 자바(Java), 발리(Bali) 및 롬북(Lombok)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는 소유권 증명서나 토지 임대 계약서 등과 같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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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증명서
d. 신청 절차

1) 연간 6,000m3 이상의 생산역량을 갖춘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
권(IUIPHHK)
• 신청서와 첨부문서가 투자조정청(BKPM) 장 수신인으로 하여 장
관에게 제출되며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 및 주지자와 군수/시장 등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 투자조정청(BKPM)는 2영업일 이내에 요건 완전성을 검토한다.
• 신청서가 부적격인 경우, 신청서 문서는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 신청서 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경우, 1영업일 이내에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에게 전달된다.
•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7영업일 이내에 기술적 검토를 실
시한다.
• 기술적 검토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2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승인 반려의 경우 사무국장이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전달한다.
• 투자조정청(BKPM) 장은 기술 검토 결과에 따라 2영업일 이내에
반려 서한을 발행한다.
• 기술적 검토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법적 근거 검토를 위해 사무국장에게 판결 초안을 제출
한다. 그후 사무국장은 해당 초안을 3영업일 이내에 투자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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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M)장에게 제출한다.
• 장관을 대신하여 투자조정청(BKPM) 장은 늦어도 3영업일 이
내에 허가권 판결을 내린다.
•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PHHK) 소지자는 3년 이내에 가
공시설을 건설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매달 국장(Director)에게 건
설 및 생산설비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 2,000m3 이상 최대 6,000m3의 생산용량을 갖춘 목재 임산물 1
차 산업 허가권(IUIPHHK)
• 신청서는 장관 및 군수/시장에게 전달될 사본과 함께 주정부 산
림국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주지사에게 제출된다.
• 주정부 산림국장은 신청서가 완전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만일 신청서가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 주정부 산림국장은 반려
서한을 작성하며 신청서는 2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 만일 신청서가 완전히 작성된 경우, 주정부 산림국장은 해당
신청서를 늦어도 5영업일 이내에 주지사에게 제출하며 주지
사는 5영업일 이내에 허가권 발행 판결을 내린다.
• 주지사가 허가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
및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 등은 2
영업일 이내에 허가권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IUPHHK) 소지자는 3년 이내에 가
공시설을 건설할 의무를 가지며 매달 주정부 산림국장에게 건설 및
생산설비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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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2,000m3 이상의 생산역량을 갖춘 목재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
(IUIPHHK) 또는 커뮤니티 산림 목재 가공 허가권(IPKR)
• 자바(Java) 섬, 발리(Bali) 및 롬북(Lombok) 내 커뮤니티 산림
목재 가공 허가권(IPKR)
- 첨부문서를 완전히 갖춘 신청서가 마을 장(Lurah)에게 제출된다.
- 신청서가 완전히 작성된 경우, 마을 장(Lurah)은 5영업일 이내
에 허가권을 발급한다.
- 마을 장(Lurah)이 5영업일 이내에 허가권을 발급하지 못하
는 경우, 생산림 이용청장이 다음 3영업일 이내에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 자바섬(Java Island), 발리(Bali) 및 롬북(Lombok) 이외지역 내
커뮤니티 산림 목재 가공 허가권(IPKR)
- 신청서는 작업지역에 따라 마을 장과 생산림 이용청장에게 제출
될 사본과 함께 군수/시장에게 제출된다.
- 만일 신청서가 완전하게 작성된 경우, 군수/시장은 5영업
일 이내에 허가권을 발급한다.
- 군수/시장이 특정 시간 내에 허가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
우, 생산림 이용청장이 3영업일 이내에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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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목재 임산물 1 차 산업 허가권(IUIPHHBK)
a. 법적 근거

목재 임산물 1차 산업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No.P.13/MenLHKII/2015
b. 내용

비목재 임산물 1차 산업(IPHHBK)은 비목재 임산물을 반제품 혹은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공정이다. 비목재 임산물 유형으로는 등나무, 녹
말, 야자, 대나무, 수액, 수피, 잎, 열매, 종자 혹은 침향 나무(agar
wood) 등이 있다.
허가권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다음으로 분류 된다:
1)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자본금 2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
2)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자본금이 2억 루피아에서 5억 루피아 사이인 중
기업
3)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자본금이 5억 루피아 이상인 대기업
기업의 분류 규모는 신용거래 수단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며 신청
서 요건 유형과도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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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요건

신청 자격인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
• 개인
• 협동조합
2) 중 및 대기업
• 개인
• 협동조합
• 사기업(BUMS)
• 지방정부 기업(BUMD)
• 국영기업(BUMN)

허가권 신청 관련 행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 허가권
• 개인 신청인은 신분증 사본, 토지 소유 증명서(재산/임대), 납세
자 등록번호(NPWP), 건물 관련 면허증 혹은 설명서 및 직원 명단
• 협동조합 신청인은 협동조합 설립증서 및 공증받은 수정서, 토지
소유 증명서(재산/임대), 납세자 등록 번호, 건물 관련 면허증 혹
은 설명서 및 직원 명단
2) 중 및 대기업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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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문서와 첨부문서. 첨부 문서는 신청인 데이터, 사업장소,
가공시설 건설 계획 및 기간, 투자 계획서, 고용 계획서, 마
케팅 계획서, 생산 계획서, 기계 운영 계획서, 원자재 공급 계획서,
창고입고 계획서, 벌채 및 벌채목 저장 계획, 환경관리계획서
• 기업/협동조합 설립 증서 혹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 환경 허가서 또는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에 관한 성명서
• 납세자 등록 번호
d. 신청 절차

1) 소기업 신청인은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PHPL) 정책관(Director
General), 주지사 및 생산림 이용청장에게 제출될 사본과 함께 군
수/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중견 및 대기업의 신청서는 환경
산림부 장관, 군수/시장, 임산물 가공 및 마케팅 국장(Director)
등에게 제출될 사본과 함께 주정부 산림국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주지사에게 제출한다.
2) 소기업의 허가권 신청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우, 군정부 산림국
장은 신청서 수령 후 늦어도 2영업일 이내에 반려 서한을 발행하게
되며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중 및 대기업의 경우 역시 유
사한데, 주정부 산림국장이 2영업일 이내에 반려 서한을 발행하
게 되고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3) 신청서가 완전한 경우, 군수/시장은 5영업일 이내에 소기업에게 허가
권을 발급하며 중 및 대기업의 경우 주지사가 수령한 신청서에 근
거하여 허가권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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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시장이 기한 내에 허가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림 이용청장이 2영업일 이내에 허가권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5) 주지사가 기한 내에 허가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생산림관리청장은 2영업일 이내에 허가권을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6) 허가권 소지자는 허가권에 의거하여 주어진 시간내에 공장 및 설비
시설을 건설해야하며 군정부 산림국장 혹은 주정부 산림국장에게
건설 및 생산설비 건설 진행상황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7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BK)
a. 법적 근거

천연 생산림(IUPHHBK-HA) 또는 조림지 생산림(IUPHHBK-HT) 비
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관련 환경산림부령 No. P.36/Menhut-II/2008
b. 내용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IHPHHBK-HA)으로 알려진 천연림 내 생산
림 지역에서의 비목재 임산물 이용은 수확, 재조림, 보존, 확보 및 판매 등
을 통해 천연림 내 생산림에서의 비목재 임산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허가
권이다. 천연림내 비목재 임산물 이용으로는 등나무, 녹말, 야자, 대나무,
수액, 수피, 잎, 열매, 종자 혹은 침향 나무(agar wood)등의 이용이 포
함된다.
천연림 내 생산림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은 조림지 비목재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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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허가권(IUPHHBK-HT)로 식재, 보존, 수확, 확보 및 판매 등을 통
해 조림지의 생산림 비목재 임산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c. 요건

1)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및 조림지 생산림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HTI) 요청되는 지역은 생산림 지역이다.
2) 천연림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BK-HA) 또는 조림지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BK-HT) 신청자격인은 다음과
같다.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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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 국영기업(BUMN) 또는 지방정부 기업(BUMD)
• 인도네시아 사기업(BUMS)
3) 천연 및 조림지 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신청인은 신분증 사본, 협동조합/기업 등은 설립 증서 또는 변
경증명서
• 납세자 등록 번호(NPWP)
• 허가권이 장관 승인인 경우 주지사 그리고/또는 군수/시장 추천서
• 허가권이 주지사 승인인 경우 군수/시장 추천서
• 허가권 발급 권한이 군수/시장에게 있는 경우 군정부 산림국장
추천서
• 프로젝트 제안서(기술 제안서) 작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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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혹은 조림지를 지속가능한 비목재 임산물(HHBK) 지원
체계로 보존한다는 허가권 소지자의 목표. 비목재 임산물
(HHBK) 이용은 비목재 임산물(HHBK) 재생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 비목재 임산물(HHBK) 경작, 가공 및 마케팅과 같은 이용 계획
- 이용 계획서 또는 산림 전문가 고용
- 비용편익 분석 등 재정/현금 흐름 분석
-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HHBK)에 대한 보호 계획
d. 신청 절차

1) 천연림 허가권 인가자는 다음과 같다.
• 군/시 특정 지역의 군수/시장
• 군/시 전체를 관할하는 주지사
• 주 전체를 관할하는 장관
2) 조림지 인가자는 다음과 같다.
• 다음의 경우 군수:
- 침향나무(agar wood), 쿠쿠이나무(candlenut), 멜라루카(cajuput
tree), 사고(sago) 등나무, 대나무 그리고 수지(Gondorukem)와
같이 비목재 임산물(HHBK)에 대한 최대 10 ha 면적에 대한
개인 신청인
- 최대 50 ha의 사고(sago)를 제외한 침향나무(agar wood), 쿠
쿠이나무(candlenut), 멜라루카(cajuput tree), 등나무, 대나무

138

Part Ⅲ. 산림자원개발

그리고 수지(Gondorukem) 등과 같이 비목재 임산물(HHBK)
에 대한 최대 30 ha 면적에 대한 협동조합, 국영기업(BUMN),
지방정부 소유기업(BUMD), 인도네시아 사기업(BUMSI)
• 군수가 승인한 전체 면적보다 더 큰 요청 면적에 대해서는 환
경산림부 장관이 승인
3) 평가에서 허가권 발급까지 허가권 처리 완료 시간은 30영업일
을 초과할 수 없다.
4) 천연림 및 조림지에 대한 허가권 신청서와 행정 요건문서는 다음
에게 제출된다.
• 환경산림부 장관, 주지사, 주정부 산림국장 및 생산림 이용청
(BPHP) 장에게 제출될 사본과 함께 군수/시장에게 제출
• LHK 장관, 주정부 산림국장, 군정부 산림국장 및 생산림 이용
청(BPHP) 장에게 제출될 서한과 함께 주지사에게 제출
• 주지사, 군수/시장 및 생산림 이용청(BPHP)장에게 제출될 사본과
함께 장관에게 제출
5) 신청서 평가는 다음에 의해 수행된다
• 군수를 통해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군정부 산림국장
• 주지사를 통해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주정부 산림국장
• 장관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
관(Direct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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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부 산림국장 또는 주정부 산림국장 혹은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PHPL)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평가 이행시 다음의 요건에 의거
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1) 평가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평가자는 인가자가 승인한 반려 서한을
발행한다.
2) 평가 결과가 적격인 경우, 허가권 발급을 위해 평가 결과가 인
가자에게 전달된다.
3) 허가권 유효 최대 기간은 25년이며 매년 인가자에 의한 평가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2.8. 생태관광 시설 건설 허가권(IUPSWA)
a. 법적 근거

1) 야생동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공원, 자연공원내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령 No. P.36/2010
2) 야생동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공원, 자연공원내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환경산림부령 No. P.48/Menhut-II/2010
3) 야생동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공원, 자연공원내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환경산림부령 No. P.48/Menhut-II/2010 수정안에
대한 환경산림부령 No. P.4/Menhut-I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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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용

생태관광 시설 제공 허가권(IUPSW)은 다음을 포함하여 자연공
원 이용존/구역에 대한 요건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생태관광 시설
을 위한 허가권이다. 수자원 기반 관광, 숙박업, 교통 및 여행객 모험시설
등으로 이러한 사업 활동들은 중심 존을 제외하고 국립공원 모든 존에서 가
능하다.
c. 요건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TWA)에서의 생태관광 시설 제공 허가권
(IUPSWA) 신청 자격인은 다음과 같다.
1) 국영기업
2) 지방정부 소유 기업
3) 사기업
4) 협동조합
생태관광 시설 제공 허가권(IUPSWA) 신청을 위한 행정 요건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협동조합 설립 증서
2) 교역 비즈니스 면허증(SI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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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발행 또는 신용 증명서
4) 기업소개서
5) 제안서/비즈니스 계획서
6) 납세자 등록 번호(NPWP) 및 지난 2년간 납세 증명서
한편 기술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립공원청 또는 천연자원보전청(BKSDA)등 현지 기술이행 기관
장으로부터의 기술 추천서
2) 주 및 군/도시 관광청의 기술 추천서
d. 신청 절차

1) 생태관광 시설 제공 허가권(IUPSWA) 신청서는 투자조정청
(BKPM) 장을 통해 사무국장, 천연자원 및 생태계보전 정책관
(Director General), 지역 주지사/군수 및 주/군/시 관광국장 등
에게 송부될 사본과 함께 환경산림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2) 신청서는 행정적 그리고 기술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3) 장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서 평가를 정책관(Director General)
에게 일임한다. 평가는 15영업일 이내에 수행된다.
4) 기술 국장(Director)은 신청서가 요건에 불충족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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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국장(Director)은 평가 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정책관
(Director General)에게 전달한 후 BKPM장을 통해 장관에게 제
출한다.
6) 산업기획청투자조정청(BKPM) 장은 장관을 대신하여 생태관광 시
설 제공 허가권(IUPSWA) 주계약 발급을 반려 혹은 승인한다. 주
계약 최대 기간은 발급 후 1년이다.
7) 신청인은 1년 동안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 현지 기술 이행과 국립공원장 또는 자원보존청(BKSDA) 승인을
받은 최소 1:25,000 축척의 사업 지역 지도 제작
• 정책관(Director General)의 승인을 받은 관광 비즈니스 계획서
수립
• 현지 기술 이행과 감독 하에 지역 경계 수립
•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문서 작성 및 전달
• 전체 허가 지역에 대한 수수료 납부
8) 만일 상기 의무를 1년 이내에 그리고 3번의 불이행 통지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불이행하는 경우 허가권은 종료된다.
2.9 생태 관광 서비스 제공 허가권(IUPJWA)
a. 법적 근거

1) 야생동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공원 및 자연공원 내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정 No. P 3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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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동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랜드 산림공원 및 자연공원 내 생태
관광 사업에 대한 환경산림부령 No. P.48/Menhut-II/2010
3) 야생동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랜드 산림공원 및 자연공원 내 생태
관광 사업에 대한 환경산림부령 No. P.48/Menhut-II/2010 수정안
관련 환경산림부 No. P. 4/Menhut-II/2012
b. 내용

생태관광 서비스 제공 허가권(IUPJWA)은 자연 공원 이용존/구역(중
심 존 제외) 또는 국립 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여된
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관광 관련 데이터, 뉴스, 특집 기사(방송), 사진, 영상 및 연구 결과
등 인쇄 및 전자매체에서의 관광 정보 출판
2) 관광객/여행사 니즈 충족을 위한 투어 가이드 또는 통역 서비스 제공
/조율에 따른 가이드
3) 말, 포터, 보트와 같이 국립공원, 자연공원에서의 교통수단 제공
활동 및 교통(최대 3,000cc 차량이 30% 정도의 경사지역에 대해
제공가능)
4) 여행일정 수립 서비스 그리고/또는 투어 제공 등 여행 조율/일정정리
5) 가게 및 노점 등을 통한 기념품 및 상품 판매 제공
6) 음식/음료 노점 등 음식 및 음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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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요건

야생동물 보호구역내 야생동물 보호 구역(IUJWA)는 오직 관광지
근처에 거주하는 현지 커뮤니티의 개인 신청인만 신청 가능하다. 반면,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 내 허가권 신청 자격인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2) 국영기업
3) 지방 정부 소유 기업
산
림
자
원
개
발

4) 사기업
5) 협동조합
필수 행정적 요건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 신분증 사본(KTP)
• 납세자 등록 번호(NPWP)
• 기술이행 및 제공 양식서
• 인증 통역 서비스
• 요청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공인 기관 또는 위원회 추천서
2) 기업 또는 협동조합
• 기업/협동조합 설립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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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교역 면허증
• 납세자 등록 번호
• 주식발행 또는 신용 증명서
• 기업 소개소
• 서비스 제공 사업 계획서
d. 허가권 신청 절차

1) 신청서 및 행정적 요건문서는 군/시 관광국장에게 보낼 사본과
함께 국립공원/천연자원보전센터장 등의 기술이행과장에게 제출
된다.
2) UPT장은 제출된 신청서 요건을 10영업일 이내에 검토한다.
3) 기술이행과장은 요건 불충분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한다. 신청서
요건이 충족된 경우UPT장은 신청인에게 생태관광 시설 제공 허
가권(IUPJWA)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SPP-IIUPJWA) 발행한다.
4) 수수료는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후 최대 14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5) 기술이행과장은 수수료 납부가 이뤄진 후 14일 이내에 허가권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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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지열사업 환경서비스 허가권(IPJLPB)
a. 법적 근거

국립공원, 대규모 산림공원 및 자연공원에서의 지열 환경서비스 이용
에 대한 정부 규정 No P.46/Menlhk/Sekjen/Kum.1/5/2016
b. 내용

지열 사업 환경서비스 허가권(IPJLPB)은 국립공원, 대규모 산림
공원 및 자연공원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 지열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허가권이다. 지열 에너지 활용한 환경 서비스 이행은 다음의
3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1) 사전 조사 : 잠재적 지열 매장량 혹은 작업지역 구체화
2) 탐사 : 지열 에너지 매장량 발견 및 측정을 위한 지질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
3) 개발 및 이용 : 지열 에너지 단계에서의 생산운영
c. 요건

1)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자연보호구역 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요청을
바탕으로 기술이행과장이 발급한 출입 허가권인 보전지역 출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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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발급 이후에 수행된다. 출입 허가권은 다음 당사자에게 발급된다.
• 기업
• 주 또는 군/시 정부
• 연구기관
• 대학
출입 허가권 신청서는 다음의 첨부문서를 갖추어 기술이행과 장에
게 제출된다.
• 지열 사전 조사 신청서
• 지열 허가권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의 양도서
한/협정서 또는 이미 허가권을 소지한 기업에 대한 지열 허가권
2) 탐사: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시추 시험 및 탐사정 시추
에 대한 연구
행정적 요건문서:
• 유효 지열 허가권 또는 사본
• 탐사 단계에서의 지열자원 공동운영계약서
• 환경 허가서
• 모든 직인 문서(공문)가 유효함을 증명하는 성명서
기술적 요건문서:
기술이행과 장으로부터 기술 추천서 그리고 최소 1:50,000 축척의 지
도를 첨부한 사업 지역에 대한 경계 표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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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및 이용: 생산 및 시추 정 개발, 부지 시설 개발 및 지열 에너
지 생산
요건:
• 타당성 조사 결과 및 활용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생산 및 시추 정 위치 및 갯수
- 생산 및 시추 정 설계
- 증기/수성 가스 생산 설비
- 생산(증기) 및 시추 정(응결수 및 염수) 파이프라인 설계
- 생산전력 배전망
- 발전기 설비
- 지열에너지 환경 서비스에 대한 단기(연간) 및 장기 이용 계획서
- 커뮤니티 권한확대 및 협력 계획서
- 환경 및 주변 안전 및 보호계획
- 지역, 식물 및 동물 보존
- 탐사 단계 복구 보고서
- 지열 복구 및 사후 계획서
• 탐사 단계에서의 지열 자원 공동 운영 서비스
• 환경 허가서
d. 허가권 신청 절차

1) 탐사 단계
• 신청서는 환경산림부 사무국장,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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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에너지 정책관(Director General), 기술이행과 장, 주지사,
군수/시장 등에 송부될 서한과 함께 투자조정청(BKPM) 장을 거쳐
환경산림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 신청서는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 요건문서를 갖춰야 한다.
• 투자조정청(BKPM) 장은 장관을 대신하여 신청서의 완전성 여부
를 검토한다.
• 만일 신청서가 불충분하게 작성되거나 부적격인 경우,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 투자조정청(BKPM) 장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서를 보전 정
책관(Director General)을 수신인으로 하여 장관에게 송부한다.
•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기술 국장(Director)에게
신청서 수령후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탐사 신청 단계에서 신청서의
기술적 측면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기술적 검토결과는 3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
비서에게 전달된다.
•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 비서는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에게 전달할 기술 및 적법성 평가서를 준비한다.
•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기술 및 적법성 평가서를 최
소 1:50,000 축척의 사업 지역 지도와 함께 5영업일 이내에
사무국장을 통해 장관에게 제출한다.
• 사무국장은 탐사 단계 및 사업 지역 지도 신청서를 수령후 2영업
일 이내에 허가권 발급 결정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 신청서 초안이 수락된 경우 장관은 보전 정책관(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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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을 통해 5영업일 이내에 허가권 수수료 납부 고지서
(SPP-IIPJLPB)를 발행한다.
• 허가권 수수료는 고지서 수령 후 12영업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 허가권 수수료 금액은 사업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 장관은 허가권 탐사 단계 초안이 검증될 수 있도록 1영업일
내에 투자 조정청 장에게 전달한다.
• 투자조정청(BKPM) 장은 허가권 탐사 단계 결정 초안을 수령
후 1영업일 이내에 검증하며 해당 결정안을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2) 개발 및 이용 단계
• 탐사 단계 허가권 소지자는 투자조정청(BKPM) 장을 통해 사무국장,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 지력 에너지 정책관(Director General),
기술이행과 장 그리고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 등에게 송부될 사
본과 더불어 개발 및 이행 단계 허가권 신청서를 환경산림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요건문서를 첨부한다
• 투자조정청(BKPM) 장은 환경산림부 대표로 1영업일 이내에
요건 적격성을 검토한다
• 투자조정청(BKPM) 장은 신청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되거나 부적격
한 경우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한다
• 투자조정청(BKPM) 장은 요건이 완전히 갖춰진 신청서에 대해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을 수신인으로 하여 장관에게 제
출한다
•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기술 국장(Director)에게 1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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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개발 및 이용 허가권 신청서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며 개발 및 이용 허가권 준비는 최대 15일 이내
에 수행된다. 결과 보고서가 보전 총국(Directorate General) 사
무관에게 제출된다
• 보전 사무총국 사무관은 검토된 기술 측면을 바탕으로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며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에게 전달할 개
발 및 이용 허가권 초안을 작성한다
•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개발 및 이용 허가권 초안
및 최소 1:50,000 축척의 사업 지역 지도 등을 5영업일 이내에
사무국장을 통해 장관에게 전달한다
• 개발 및 이용 허가권 초안 결정서는 사무국장이 작성하며 2영
업일 이내에 환경산림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 장관은 초안 승인 후 보전 정책관(Director General)에게 5영
업일 이내에 허가권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 허가권 수수료는 고지서 수령 후 12 영업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
다. 수수료 금액 산정은 사업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 장관은 결정안 수령 후 개발 및 이용 허가권 초안을 1영업일 이내에
사무국장을 통해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전달하여 해당 초안
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며 초안은 신청인에게도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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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혼농임업(SylvoPasture)을 위한 지역 이용 사업 허가권
(UPK-Sylvopasture)
a. 법적 근거

생산림 지역에서의 혼농임업 이용에 대한 사업 허가권 발급과 관
련한 산림부 규정 No.P.14/Menlhk-II/2015
현재 규정은 육류 및 우유에 대한 높은 내수로 인해 다시 평가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육류 및 우유 국내 가격은 현재 수입품에 따라 큰 영향
을 받고 있다. 규정 개선안으로는 혼농임업 허가권 발급 최대 지역,
현지 상황과 관련한 혼농임업의 유연적 이용 및 행정처리 단순화 등이
포함된다.
b. 내용

혼농임업을 위한 이용 지역 사업 허가권은 생산림(UPK-Sylvopasture)
에서 임업과 농업 활동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으로 식량 주권 프로그램을 지
원하기 위한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측면에서 가축을 방목하고 키
우는 것을 의미한다.
천연생산림 목재이용(IUPHHK-HA) 또는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IUPHHK-HTI) 허가권 소지자는 작업 계획서에 활동을 포함시킴으로
써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또는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의 작업 지역에서 혼농임업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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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다. 지역 국유림 관리소 관할 지역의 경우 혼농임업은 지
역 국유림 관리소(KPH), 커뮤니티 및 투자자 간의 협력안을 통해 이뤄지
며 협력 계획안은 장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서(RPHJP)에 포
함되어야 한다.
c. 요건

1) 혼농임업을 위한 산림지역이용 허가권(IUPK-Sylvopasture)은
허용되는 지역은 기타 허가권이 발급되지 않은 생산림 또는 혼농
임업 개발을 위해 계획된 지역 국유림 관리소(KPH) 작업 지역 등
이다.
2)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
용 허가권(IUPHHK-HTI) 및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RE)으로 할당된 생산림 지역은 혼농임업을 위한 산림지
역이용 허가권(IUPK-Sylvopasture)을 신청할 수 있다.
3) 혼농임업을 위한 산림지역이용 허가권(IUPK-Sylvopasture)에
대한 전체 요청 면적은 최대 500 ha이다.
4) 허가권 신청 자격인은 다음과 같다
• 개인
• 협동조합
• 국영기업(BUMN)
• 지방 정부 소유 기업(BUMD)

154

Part Ⅲ. 산림자원개발

• 인도네시아 사기업(BUMS)
5) 혼농임업을 위한 산림지역이용 허가권(IUPK-Sylvopasture) 자
본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6) 혼농임업을 위한 산림지역이용 허가권(IUPK-Sylvopasture) 신
청서에 대한 행정적 요건 문서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산림기획청(BKPH) 장을 수신인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 주지사 및 시장/군수 등
을 참조인으로 하여 다음의 첨부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 신분증 사본(개인 신청인의 경우)
• 인도네시아 사기업(BUMSI), 국영기업(BUMN) 및 지방정부 소
유기업(BUMD) 신청인의 경우 영업허가증(SIUP)과 같은 사업
허가증
• 납세자 등록 번호(NPWP)
• 주 및 군/시 등 허가권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사무실 설립에 대한
공증 성명서
• 1:5,000 축척의 지역 지도 및 디지털 지형도(SHP 파일)
• 요청지역 경계선 지리적 좌표 보고서
•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과 같은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 및 관리 승인 문서 및 환경 허가권(IL)
• 신청인 성명, 위치, 가축유형, 주정부의 사업 지원 성명서 등을
포함한 주지사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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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요청 지역 주위의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화 환경
및 지역 일반 환경 ii) 기업 일반 정보 iii) 목적 및 목표, 혼농임업
이용 지역 기술 계획서, 구성, 현금 흐름 및 재정 타당성 사회 경
제, 병해충 예방 계획, 사업 전망, 산림 보호 및 보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제안서
신청서는 투자조정청(BKPM) 통합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d. 신청 절차

1) 투자조정청(BKPM) 내 환경산림부 직원은(연락관) 1영업일 이내에
필요 문서가 완전히 갖추어졌는지를 검토한다.
2) 신청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3) 신청요건이 충분히 갖춰진 경우, 연락관은 환경산림부 사무국장과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에게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환경 사업 및 비목재 임산물 국장에게
7영업일 이내에 기술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는 정책관
에게 전달된다.
5)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해당 결과를 사무국장을 통해 BKPM 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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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조정청(BKPM) 장은 정책관(Director General)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1영업일 이내에 신청서 반려서한을 발행한다.
7) 기술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으로 판명된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늦어도 5영업일 이내에 작업 지역(WA)에 대한 지도를
작성한다.
8)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작업지역 지도를 바탕으로 혼농임업
을 위한 산림지역이용(IUPK-Sylvopasture) 허가권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발행하며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허가
권 최대 유효 기간은 20년이다.
9) 지불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10) 영수증상의 청구 코드가 데이터베이스 상의 청구 코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불이 유효하다.
11) 수수료가 납부되면,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혼농임업
을 위한 산림지역이용 허가권(IUPK-Sylvopasture)에 대한 장
관령 초안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12) 사무국장은 초안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장관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제출한다.
13) 투자조정청(BKPM) 장은 장관을 대신하여 1영업일 이내에 혼농임업
을 위한 산림지역이용 허가권(IUPK-Sylvopasture) 발급에 대
한 장관령을 발표한다.

157

산
림
자
원
개
발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14) 원본 허가 문서는 투자조정청(BKPM) 통합 서비스 카운터를 통해
제출된다.
2.12 비산림 분야 투자를 위한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a. 법적 근거

1) 산림지역 이용에 관한 정부 규정 No. 24/2010 및 Num.
105/2015
2)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안내에 대한 환경산림부 규정 No. P.50/
Menlhk/Setjen/Kum.1/6/2016
b. 내용

산림 이용이란 산림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비산림 분야 활동을 위해
산림지의 일부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산림지역을 이용하
기 위해서는 산림지 임대 허가권(IPKH)을 득해야 한다.
비산림 분야 목적을 위한 산림지역 이용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실한
전략적 활동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1) 예배 장소, 장례식, 영적 장소와 같은 종교적 목적
2) 광물, 석탄, 석유 및 가스 등을 포함한 광산, 설비 및 제련소 포함
3) 발전소 건설, 송전, 배전 및 변전소, 지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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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망, 라디오 방송국 및 TV 중계국, 지구 우주 정거장 관측소
5) 공공도로, 고속도로, 철로
6) 생산물 운송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는 운송 시설
7) 저수지, 댐, 둑, 관개시설, 식수 공급처, 배수시설 및 위생시설 기타
관개용 건축물
8) 공공시설
9) 1차 임산물 산업 외 산업체
10) 전투 훈련 시설 및 인프라, 전파 탐지소, 탐망대, 국경수비소 등의
국방 및 안보시설
11) 해상교통, 항공 교통, 지상 교통, 검역소 및 기상학, 기후학 및
지구물리학 시설 등과 같은 공공 안전 지원 인프라시설
12) 자연재해 대피로, 자연재해 희생자 대피소 및 기타 임시 토지 사용
13) 식량 안보 관점의 특정 영농
14) 에너지 안보 관점의 특정 농업
15) 공항 및 항구 건설
산림지역 임대는 다음의 원칙을 기준으로 허가된다.
1) 신청인은 보상안을 제공해야 한다. 산림지역이 전체 유역, 섬의 또
는 그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 보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59

산
림
자
원
개
발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신청 지역이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신청인은 1:2 비율로
대체 토지를 제공해아 한다.
• 신청 지역이 비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신청인은 1:1 비율
로 유역을 재건해야 한다.
2) 산림이 전체 분수계, 또는 섬, 주위 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 규칙은 다음과 같다.
• 만일 신청 지역이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신청인은 1:1
비율로 산림지역에서 유역 재건 조림을 이행하며 산림 지역
사용에 대한 세외 수입을 지불해야 한다.
• 신청 지역이 비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신청인은 1:1 비율
로 유역을 재건해야 한다.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은 보상 없이 혹은 세외수익(PNBP) 지불 없이
는 발행될 수 없으며 토지가 다음의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분수계 재건활동
이 반드시 요구된다.
1) 전투 훈련, 전파 탐지소, 탐망대 등의 인프라 시설
2) 해상교통, 항공 교통, 지상 교통, 검역소 및 기상학, 기후학 및
지구물리학 시설 등과 같은 공공 안전 지원 인프라시설
3) 연구 및 탐사 활동
4) 자연재해 대피로, 자연재해 희생자 대피소 및 기타 임시 토지 사용
5) 예배 장소, 장례식, 영적 장소와 같은 종교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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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 임대허가권 발급 권한은 다음의 활동에 대해 주지사에게
위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산림부에 있다.
1) 최대 5 ha의 비상업용 공공시설 개발
2) 개인 그리고/또는 그룹 또는 커뮤니티 요청에 따른 광산 규정에
의거한 현지 채굴(광업)
몇몇 특정 비산림 개발 활동은 임대 허가권 신청 없이 수행될 수
있으나 협력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 해당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 전화 케이블 전기 건설
2) 마을에 전선 설치
3) 운하/3차 배수시설 건설, 강 정규화/운하 관개, 홍수 통제 제방 건설
4) 매립지
5) 쉼터(휴게소) 개발
6) 공공 도로 길 개선 또는 생산 운송 수단 개선
7) 저수지, 또는 사방 댐 건설
8) 광고판 설치
9) 산림 복원 및 재건을 위한 식재활동; 시설 및 인프라 외에 군사
훈련 지역
10) 정부 부처 수행의 3달 미만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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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을 받은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HA) 또는 조림지 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 작업 지역
2) 군내 기존 임대 지역이 군의 생산림의 10%에 달하는 경우
3) 임대 허가권이 관련 지역 국유림 관리소 전체 지역의 10%에 달하는
기존 목재이용 허가권(IUPHHK)
4)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IUPHHK-RE)의 경우, 커뮤니티 산
림 및 산림 마을은 산림 임대 허가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된 산림 전체 중 지역 최대 10%는 다음의 활동을 신청할 수
없다.
1) 채굴 조사 혹은 탐사
2) 석유 및 가스 생산 운영
3) 원칙적으로 장관이 이미 승인한 모든 허가권 신청
4) 장관 규정 이전에 허가되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승인을 받은 정제 공
정(제련소)에서의 원자재 설비를 위한 광물 채굴 운영 생산
5)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가 승인한 국가 에너지 보안 관점의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석탄 채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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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프로젝트(사업) 결과
c. 요건

1)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을(IPKH)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산림의
주 기능의 변동이 없는 생산림 지역 또는 보호림 지역이다. 그러나 노
천 채굴은 보호림에서 적용될 수 없다. 보호림 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채굴활동은 지하광산 혹은 폐쇄형 채굴 활동 등이다.
2)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신청서 제출 자격인은 다음과 같다
• 장관, 장관급 정부인사 또는 비장관급 정부 기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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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 군수/시장
• 법인체/기업 대표
• 개인, 그룹 또는 커뮤니티
3) 상업적 목적의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신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 행정적 요건문서
- 허가권/계약서 등을 요하지 않는 활동을 제외한 채굴업 허가
권, 전기 공급 비즈니스 허가권 등 적정한 전결권이 있는 정부관료
가 발행한 허가권/계약서
- 산림지역 이용과 관련한 주지사 추천서
- 설립 증서 또는 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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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체 소개서
- 정부 당국이 검증한 납세자 등록 번호
- 공인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 다음의 내용을 담은 공증 증서 형식의 성명서
❖ 신청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모든 의무를 수행
❖ 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문서는 유효해야 함
❖ 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활동 금지
4) 기술적 요건문서
• 법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EIA)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
니터링 노력(UKL-UPL) 등을 작성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EIA) 문서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
(UKL-UPL), 환경타당성 허가권 및 환경 허가서
• UTM WGS 84 좌표계 상의 shape file 하드카피 및 소프트카
피로 된 지역관련 정보 및 1:50,000 축척의 요청 산림지역 현장
위치 지도 및 작업 계획서
• UTM WGS 84 좌표계 소프트 카피를 첨부한 최소 5미터 해상도
의 위성영상
본 요건은 다음의 활동을 위한 지역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발전소 건설, 송전, 배전 및 변전소, 지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 통신망, 라디오 방송국 및 TV 중계국, 지구 우주 정거장 관측소
- 연구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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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가 발행한 광물 및 석탄 채굴 허가권 기반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에서 광물 및 석탄 담당 총국의 기술 추천서
• 채굴활동, 생산 신청을 위해 임업 기술 인력을 갖춘 법인체/기업
대표의 법률 문서
• 신청서가 영림공사(Perum Perhutani) 작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
우 영림공사 사장(President Direction) 기술 추천서
5) 상업적 활동을 위한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행정적 요건문서
- 산림지역 이용에 대한 주지사 추천서
- 다음의 내용을 담은 신청인 또는 전결 정부관료가 서명한 성명서
❖ 신청서에 따라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모든 의무를 수행
❖ 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문서는 유효함
❖ 장관 발행의 허가권 발급 이전에 활동 금지
• 기술적 요건문서
- 법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EIA)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노력(UKL-UPL) 등을 작성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EIA) 문서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
(UKL-UPL), 환경타당성 허가권 및 환경 허가서
- UTM WGS 84 좌표계 상의 shape file 하드카피 및 소프트카
피로 된 지역관련 정보 및 1:50,000 축척의 요청 산림지역 현
장 위치 지도 및 작업 계획서
- 신청서가 영림공사 작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림공사 사장
(President Direction) 기술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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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청 절차

1) 임대 허가권 신청서는 다음 관계자에게 제출된다.
• 상업적 이용을 위한 임대 허가권의 경우 투자조정청(BKPM) 장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
• 비 상업적 이용에 대한 신청서는 환경산림부 장관에게 제출
2) 상업적 목적의 신청 문서는 투자 조정청의 원스탑 통합서비스 담
당관(FO PTSP BKPM)에게 제출한다.
3) 담당관은 문서를 검토하고 환경산림부 연락관(Liaison Officer)에게
전달한다.
4) 환경산림부 연락관은 신청서 수령후 최대 1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적 그리고 기술적 요건 등을 검토한다
• 불완전성 또는 부적절성. 이 경우 환경산림부 연락관은 해당
신청서 문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한다
• 완전성 또는 적절성. 이 경우 환경산림부 연락관은 첨부편지(cover
letter)를 발행하며 투자조정청(BKPM) 행정직원을 통해 총국에
신청서를 전달한다.
5) 산림계획 및 환경 거버넌스 총국의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환경산림부 공식 연락관으로부터 문서를 수령한 후 최대 20영업일
이내에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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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기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
• 정책관은(Director General) 장관을 대신하여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신청 임대 지역에 대해 신청서가 기술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반려를 통지한다
• 정책관은(Director General)은 신청 임대 지역이 기술적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기술 검토 결과와 산림 임대 허가권
지도를 제출한다.
7) 사무국장은 기술 검토서와 산림지역 임대 결정서 초안을 수령한 후
최대 7영업일 이내에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환경산림부 장관에게
제출할 산림지역 임대 결정 초안을 작성한다.
8) 장관은 임대에 대한 허가권 신청서가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 문서와
지도를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지도와 함께 임대 허가권 결정안에
서명한다.
9) 만일 허가권 신청서가 상업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장관은
검토서를 승인하며 사무국장이 임대 결정안 초안과 첨부 문서를
지도와 함께 투자 조정청(BKPM) 장에게 전달한다.
10) 또한 투자조정청(BKPM) 장은 문서 수령 후 최대 3영업일 이내
에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결정서와 지도에 서명한다.
11)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신청인은 투자조정청(BKPM) 사무소 내
허가권 서비스 카운터에서 결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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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가권 소지자는 임대 산림지역의 작업 허가 지역 결정 이전에는
어떠한 활동도 시작할 수 없다. 허가권 소지자는 작업 허가권을 획
득하기 위해 산림 임대 허가권을 수령후 최소 1년 이내에 다음의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 산림 임대 허가권 지역 경계 완성
• 토지 보상안을 장관에게 제출
• 유역 재건 지도 상의 식재 부지에 따른 유역 조림
• 산림 임대 허가권 경계 결과에 따라 산림 이용 기준선 전달.
13)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소지자는 앞에 명시된 의무 완전성에 대한
첨부문서와 함께 임대 경계를 바탕으로 한 작업지역 신청서를
정책관(Director General)에게 제출한다.
14) 만일 평가 결과가 요건 충족인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장관을 대신하여 신청서 수령후 최대 15영업일 이내에 산림임대
허가권을 발행한다.
15) 평가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장관을 대신하여 신청서 수령후 1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송
한다.
16) 임대 작업 지역 허가권 발급을 바탕으로, 허가권 소지자는 허
가권 원칙에 의거하여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7) 중요한 개발 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역인 경우, 허가권 소지자는
세외수입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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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허가권 소지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산림
지역 임대 허가권은 무효로 처리된다.
2.13 비임업분야 개발을 위한 전용대상림(HPK) 고시
a. 법적 근거

1) 산림기능 변경 절차에 관한 정부 규정 No. 104/2015
2) 전용대상림 고시 절차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No. P.51/ Menlhk
/Setjen/Kum.1/6/2016
b. 내용

원칙적으로 전용대상림(HPK)은 특정 조건 및 요건에 따라 비임업 분야
사용을 위해 개방될 수 있다. 전용대상림(HPK)이란 비임업 분야 활동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생산림 지역을 의미한다. 전용대상림 대상 고시를
통해 요청 지역에서 이행될 수 있는 비임업 분야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희생자 피난처
2) 장례 시설
3) 교육 시설
4) 공공 안전 시설
5) 공공 병원 및 커뮤니티 보건 센터
6) 관공서 혹은 지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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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착치, 주거지
8) 이주지
9) 산업용 빌딩
10) 항구
11) 공항
12) 철도역
13) 터미널
14) 공공시장
15) 개발/확장 지역
16) 주곡 경작
17) 농업
18) 농장
19) 어업
20) 목축
21) 스포츠 시설
22) 매립지
비임업 분야로 해제될 수 있는 전용대상림 전체 면적은 다음의 규칙들을
충족해야 한다

170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새로운 농장(조림지) 해제의 경우 한 회사 혹은 그룹 당 최대
60,000 ha이다. 단계별로 해제가 이뤄지며 각 단계별로 최대
20,000 ha가 해제된다. 다음 해제 단계는 이전 해제 지역의 평
가 이후에 이뤄진다.
2) 사탕수수 농장의 경우 한 회사 혹은 그룹 당 최대 100,000 ha로
제한된다. 역시 단계별로 해제되며 각 단계당 최대 25,000 ha가 부
여된다. 다음 해제 단계는 전용대상림(HPK)의 이전 해제 지역에
대한 평가 이후에 이뤄진다.
3) 농장 수립을 제외하고, 부여되는 전체 면적은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주정부

산림국장은

농장(조림지)에

대해

해제된

전용대상림

(PHK)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의 해제 적합성 등을 고려한
다.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해제된 전체 산림지역 20%까지 커뮤니티 농장(조림지)를 위
한 산림지역 제공 실현
2) 농장 설립 최소 실현 비율은 이전 전체 해제 지역의 50%
3) 이전 해제 부지에 대한 경작권(HGU) 인증
4) 지역 내 공간계획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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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을 위해 해제된 전용대상림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전체 해제 면적 중 80%는 기업 농장(조림지) 사용을 위함이며
20%는 커뮤니티 농장에 사용된다
2) 80%를 수령한 조림지 기업은 커뮤니티 농장(조림지)과 협력관계를
수립하며 군수/시장 또는 주지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c. 요건

1) 비임업 분야에 대해 해제된 전용대상림(HPK)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지역 등급이 전용대상림이어야 함
• 해당 지역에 기타 허가권이 발급되지 않음
• 주를 제외하고 비생산적 지역은 불가
• 전체 산림지역이 30% 이상인 주에 위치
2) 주 산림지역이 30% 혹은 그 미만인 경우, 전용대상림은 최소
1:1 비율로 비산림지역에 따른 대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될 수
있다.
3) 비임업 분야를 위한 전용 대상림 해제 신청서는 다음에 의해 제출
된다.
•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
• 주지사
• 군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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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기업 대표/ 국영기업, 지방정부 소유 기업, 사기업
또는 협동조합
• 개인, 그룹 또는 커뮤니티
4) 전용대상림 해제 신청서는 기술적 요건과 더불어 행정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5) 행정적 요건문서는 다음과 같다
• 최소 1:50,000 축척의 신청 산림지역 기본도가 첨부된 신청서
• 정부당국에 따라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의 위치 허가권
• 주지사 추천서
• 다음의 내용을 담은 공증 증서 형식의 성명서(정부기관, 개인, 그룹
또는 커뮤니티 신청인은 제외), i) 산림지역 해제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의무 이행, ii) 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문서는 유효함, iii) 장관
승인 이전에 활동 금지, iv) 전체 제공 면적의 최대 제한 면적
초과 금지, v) 전체 산림지 중 최소 20%는 경작을 목적으로 인근
커뮤니티 조림지 조성, vi) 커뮤니티 농장(조림지) 부지는 해제된
산림지역 내에 위치함
• 만일 법인 혹은 기업이 신청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적 요
건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i) 기업/법인 소개서, ii) 정부당국 승인
의 납세자등록번호, iii) 법인 설립 증서 혹은 변경서, iv)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기업의 경우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최근 2년 동안
의 재무제표
• 협동조합 신청서는 다음의 요건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i)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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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증서 사본, ii) 정부당국 승인의 납세자등록번호, iii) 협동조
합이 현지 커뮤니티의 협력하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명시한 마
을 장 설명서
• 개인, 그룹 혹은 커뮤니티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문서를
제출해야한다, i) 신청인 신분증 사본, ii) 납세자 등록 번호,
iii) 신청인이 마을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마을 장 설명서
• 전용대상림(HPK) 지역 해제가 확정된 경우 신청인은 주 사무소
(provincial office) 장이 수행한 평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기술적 요건문서는 다음과 같다.
• 환경 허가서
• UTM WGS 84 또는 지리적 좌표계에 따른 shape 파일 형식
의 소프트카피와 하드카피로 된 요청 산림 지역 정보를 담은
1:50,000 혹은 그 이상의 축척 지도 및 법인/기업/재단 관리 장,
정부당국이 서명한 제안서 및 기술 계획서
• 장관을 대신하여 정책관(Director General)이 구성한 통합팀의
보고서 및 추천서
• 통합팀이 수행할 평가 요청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팀은 다음을 권고할 수 있다.
- 전용대상림 부분 및 전체 해제
- 전용대상림 등급을 영구 산림으로 변경
장관이 전용대상림 해제 추천을 반려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지역
의 등급을 영구산림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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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청 절차

전용대상림 해제을 위해서는 2가지 행정적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는 해당 지역의 해제이며 둘째는 지역 경계 설정이다.
1) 전용대상림 변경
• 신청서는 투자조정청(BKPM)을 거쳐 환경산림부에게 제출된다. 신
청서는 투자 조정청의 원스탑 통합 서비스 직원(FO PTSP
BKPM)이 수령한다.
• 투자 조정청의 원스탑 통합 서비스 직원(FO PTSP BKPM)은 신
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하며 환경산림부 연락관(LO)에게 신청서를
전달한다. 연락관(LO)은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 불완전 혹은 부적합한 경우, 환경산림부 연락관(LO)은 해당
문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한다.
- 완전한 경우, 연락관(LO)은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환경산림부
국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 국장은 문서 수령 이후 최대 15영업일 이내에 기술적 검토를
실시한다.
• 기술적 검토에 따라
- 만일 비상업용 목적의 신청서가 기술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장관을 대신하여 정책관(Director General)이 신청인에게
반려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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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대상림 신청서가 상업용일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사무국장에게 기술 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즉 기술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기술 평가서와 신청된
전용대상림(HPK) 지역 해제 지도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 사무국장은 기술 검토서와 전용대상림(HPK) 지역 해제 초안서를
수령한 후 다음을 위해 최대 5영업일 이내에 법적 근거를 검토하
며 전용대상림 결정 초안서를 작성한다.
-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전용대상림 해제를 장관에게 요청
- 상업용 전용대상림 해제에 대해 장관에게 승인 요청
• 장관은 전용대상림(HPK) 지역 해제 결정안 및 첨부 지도 혹은
반려 초안서 등을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첨부된 지도와 함께
반려 서한 또는 지역 해제령에 서명한다.
• 사무국장은 장관령에 기반하여 투자조정청(BKPM) 장에게 전용
대상림(HPK) 지역 고시 결정 서한 혹은 반려 서한 초안 등을 전
달한다.
• 투자조정청(BKPM) 장은 지도가 첨부된 전용대상림(HPK) 지역
고시 결정 서한 혹은 반려 서한 초안을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서한에 서명한다.
• 신청인은 투자조정청(BKPM) 사무소 원스탑 통합 서비스 카운터
에서 전용대상림(HPK) 지역 해제 결정 서한 및 지도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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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 확정
• 신청인은 결정안 발행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경계를 설정
하며 이는 연장될 수 없다.
• 경계 설정 결과는 경계 보고서 및 경계 설정 결과 지도 상에 작성
된다.
• 만일 지역 전환 고시 허가권 소지자가 정부기관인 경우, 경계
설정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하다.
• 만일 전용대상림(HPK) 지역 용도변경 허가권 소지자가 경계 설정
을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전용대상림(HPK) 지역 해제 결정안
은 무효처리되며 해당 지역은 산림으로 남아있게 된다.
• 경계 설정 보고서 및 경계 지도를 바탕으로,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장관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지역
경계 설정 결정안을 발표한다. 해제가 완료되고 경계가 설정된
전용대상림은 규정 조항에 의거하여 토지 부문 재판소(instance)
관할이 된다.
• 생산림 해제 결정안 허가권 소지자는 전용대상림(HPK) 지역 고
시 결정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역을 정리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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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사회 임업
a. 법적 근거

사회 임업에 대한 환경산림부 규정 No.P.83/menlhk/setjen/
kum.1/10/2과 사유림에 대한 규정 No.P.32/Menlhk-Setjen/
2015
b. 내용

사회 임업은 국유림 혹은 사유림/관습 산림내에 위치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체계로 현지 커뮤니티가 마을 산림, 커뮤니티 산림, 주민 조림
지, 커뮤니티 기반의 산림, 관습 산림 및 임업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복
지, 환경 균형 및 사회 문화적 역동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행하고 있다.
사회 임업의 목적은 공공 복지와 산림 기능 보존 등을 위해 산림 지역에
위치한 현지 커뮤니티 혹은 관습법 커뮤니티 등의 소유 문제를 해결하고 공
평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사회 임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따라야할 원칙들이 있다: i) 공평성, ii) 지속가능성, iii)
법적 확실성, iv) 참가형, ⅴ) 책임성 등이 바로 해당 원칙들이다.
사회 임업은 다음의 5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마을 산림(HD)은 마을이 관리하는 국영 소유 산림으로 마을의 부를
위해 사용된다. 마을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 기관이 산림지
역 또는 생산림 관리 허가권에 해당되는 마을 산림 관리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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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HD)을 제출해야 한다.
2) 커뮤니티 산림(HKm)은 커뮤니티의 권한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국
영 소유 산림이다.
3) 주민 조림지(HTR)는 산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림을 이행함으로써
산림의 질과 잠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뮤니티가 생산림에 조성
한 조림지이다.
4) 임업 파트너십은 현지 커뮤니티와 산림관리부, 산림 활용/산림
서비스 허가권 소지자, 산림 토지 사용 허가권 혹은 임산물 1차 산업
허가권 소지자 간의 파트너십을 뜻한다.
5) 관습산림은 관습법 커뮤니티 지역내에 위치한 산림으로 관습법
커뮤니티 주민인 토착 이해관계자가 관리하는 민간 소유 산림
(민간/관습 산림에 위치한 산림)이다.
마을 산림 관리 허가권(HPHD), 커뮤니티 산림(HKm) 그리고 주민
조림지(HTR)는 간청 및 정부로부터의 허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산림 파트너십은 지역 부 증진을 위해 산림이용 허가권 소지자가 현지
커뮤니티와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관습산림은 토착민 커뮤니티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토착민 커뮤니티에게 부여하는 산림관리
허가권이다.
보호림에서 마을산림관리허가권(HPHD)를 통한 산림이용은 토지 사
용, 환경 이용 서비스, 비목재 임산물 수집 등을 들 수 있다. 생산림의

179

산
림
자
원
개
발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경우 토지 이용, 환경 이용 서비스, 목재 및 비목재 이용과 목재 및 비목
재 수집 등이 있다.
보호림에서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을 통한 산림 이용은 토
지 사용, 환경이용 서비스, 비목재 임산물 수집 등이며 생산림에서는 토
지 이용, 환경 이용 서비스, 목재 및 비목재 이용 그리고 목재 및 비목재
수집 등이 있다.
조림지임산물이용허가권(IUPHHK-HTD)은 생산림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개발된 조림지 및 오랜 관목에서 나온 원목 이용을 의미한다.
임업 파트너십에서의 산림 이용은 생산림에서의 비목재 임산물 및 환
경 서비스 또는 생산림에서의 비목재 임산물, 목재 임산물 그리고
환경서비스 등으로 나타난다.
관습산림에서의 산림 이용의 경우 민간 소유 산림 내 유전 자원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전통 지식을 이용하고, 산림의 기능을 변경해서는 안되
며 비목재 임산물 및 환경 서비스 등으로 이뤄진다.
c. 요건

1)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 커뮤티니 산림(HKm) 및 주민 조
림지(HTR) 신청가능 지역은 이미 사회 임업 방향 지도(PIAPS)
에 할당된 지역이다. 사회 임업 방향 지도(PIAPS)는 사회 임업이
가능한 국유림 등을 담고 있는 지도이다. 사회 임업 방향 지도
(PIAPS)는 환경산림부가 소유한 지도와 기타 출처 소유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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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군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통일화 한 후에 장관이 지정한다.
2) 신청인 자격:
•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은 1개 혹은 여러 관련 마을 장에
의해 구성된 1개 이상의 마을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 커뮤티니 산림(HKm)은 커뮤니티 그룹 회장, 산림 농민 그룹 공
동 지도자 혹은 조합 지도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주민 조림지(HTR)의 경우 산림 농부, 산림 농부 그룹, 산림 농부
연합, 자격을 갖춘 산림 농민 조합이 신청가능하다. 자격을 갖춘
자란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혹은 그룹 설립을 통해 산림
분야에서 강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3) 임업 파트너십 지역은 산림 이용 지역(산림관리단체, 보전지역,
특별 목적의 산림지역,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산림지역) 또는
현지 커뮤니티와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허가권이 있는 지역(산
림이용허가권, 환경서비스 허가권, 자연관광 허가권, 물이용 허
가권 또는 산림토지사용 허가권) 등을 의미한다. 산림관리 파
트너십 해당 면적은 각 가구당 최대 2ha이며 허가 면적은 각
가구당 최대 5ha이다.
4) 관습산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관습법 커뮤니티 혹은 군법(district law)을 통해 군수가 확인
한 관습권
• 산림에 해당되는 토착 영토 부분 혹은 전체
• 토착 토지를 토착 산림으로 할당하는 관습법 커뮤니티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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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착 산림 확인 허가권은 관습법 커뮤니티, 그룹 내 회원 등이
신청가능하다.
d. 행정 절차

1) 마을 산림 관리 허가권(HPHD)
• 마을 기관의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 신청서는 주지사, 시장,
기술이행과장(UPT) 및 지역관리소장(KPH) 등에게 송부될 사
본과 더불어 다음의 첨부문서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된다.
- 마을 기관 설립과 관련한 마을 규정 또는 마을 장 인정의 전통
기관 설립과 관련한 관습 규정
- 마을 기관 구조, 마을 조합 혹은 마을 소유 기업 등과 관련한
마을 장
- 지역의 물리적 상황 사회 경제, 잠재 지역 등 지역에 대한 일반
내용서
- 서면 형식의 최소 1:50,000 축척의 신청 위치 지도 및 shape
파일 형식의 전자 사본
• 신청서는 사회 임업 및 환경 파트너 정책관(General Director)이
2영업일 이내에 검토한다. 신청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최소 2일이내에 검증팀
(Verification team)이 구성된다.
• 기술이행과장(UPT) 장은 정책관(General Director)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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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영업일 이내에 검증팀을 구성하는데 검증팀은 산림을 관
리하는 주 사무소 혹은 군수 사무소, 지역관리소장(KPH) 및 사
회 임업 업무 처리 그룹(PPS Pokja) 멤버 등으로 구성된다. 검
증팀은 구성 직후 7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수행한다.
• 검증팀은 검증 결과를 기술이행과장(UPT)에게 보고하며 기술이
행과장(UPT)은 후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에게 결과를 보
고한다.
• 모든 요건이 충족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검증결과가 나온지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이 장관을 대신하여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 발행과 관련한 령을 발표한다.
• 마을 산림으로 할당된 지역이 있는 경우, 주지사는 마을 산림관
리 허가권(HPHD)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 임업 방향 지
도(PIAPS) 기반의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 신청서는 주지
사에게 제출되며 장관, 군수/시장, 기술이행과장(UPT) 장을 참
조로 한다.
•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 신청서의 경우 주정부 산림국장이
2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증한다. 요건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 주정부 산림국장은 7영업일 이내에 기술 검증을 실시한다. 주
정부 산림국장은 사회임업 작업 그룹(PPS Pokja), 기술이행과 장
및 지역관리소장(KPH) 등의 도움을 받는다.
• 검증 결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정부 산림국장은 검증 보고서
수령 이후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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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주지사 령을 작성한다.
• 주지사는 령을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
(HPHD)을 발표한다.
• 5영업일 이내에 령이 수령되었으나 주지사가 이를 선언하지 않는
경우,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장관을 대신하여 3영업일
이내에 주지사 성명서를 요청한다.
• 주지사가 5영업일 이내에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정책
관(General Director)은 2영업일 이내에 주정부 산림국장으
로부터 검증을 요청한다.
• 주정부 산림국장은 3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정책관(General
Director)에게 제출한다.
•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장관을 대신
하여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관련 령을 발표한다.
2) 커뮤니티 산림 이용 허가권 (IUP-HKm)
• 산림이용허가권 수수료(IUPH) 신청은 주지사, 군수/시장, 환경
산림부 기술이행과장 그리고 산림관리과장 등을 참조로 하여 장
관에게 제출되며 다음을 첨부한다.
- 마을 장이 인정한 지역 커뮤티니 산림(HKm) 후보 목록
- 지역 물리적 상황, 사회 경제적, 종교적 잠재성 등을 담은 지역
일반 내용서
- 서면 형식의 최소 1:50,000 축척의 위치 지도 및 shape 파일
형식의 전자 사본
• 사회 임업 및 환경 파트너 정책관(General Director)이 2영업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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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신청서를 검토하며 요건 불충족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 정책관(General Director)에 의해 신청서가 통과되면 2영업일
이내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기술이행과장에게 현장 검
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 기술이행과장은 1영업일 이내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의
요청에 따라 검증 팀을 구성하며 검증팀은 산림을 관리하는 주
사무소 혹은 군수 사무소, 관련 영림소, 국유림 관리소 및 사회
임업 업무 처리 위원회(PPS Pokja) 멤버 등으로 구성된다. 검
증팀은 구성 직후 7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수행한다.
• 검증팀은 검증 결과를 기술이행과장에게 보고하며 기술이행과
장은 후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에게 결과 보고한다.
• 모든 요건이 충족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검증결과가 나온지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이 장관을 대신하여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 발행과 관련한 령을 발표한다.
• 사회임업방향지도(PIAPS)에 마을 산림으로 할당된 지역이 있는
경우, 주지사는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 임업 방향 지도(PIAPS) 기반의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 신청서는 주지사에게 제출되며 장관,
군수/시장, 기술이행과장을 참조로 한다.
•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 신청서의 경우 주정부 산림국
장이 2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증한다. 요건이 만족되
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 생산림 허가권을 위한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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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산물 이용 허가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검증 결과 요건 충족인 경우, 주 산림청장은 검증 보고서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관련 주지
사 령을 작성한다.
• 주지사는 령을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
권(IUPHKm)을 발표한다.
• 5영업일 이내에 령이 수령되었으나 주지사가 이를 선언하지 않는
경우,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장관을 대신하여 3영업일
이내에 주지사 성명서를 요청한다.
• 주지사가 5영업일 이내에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정책관
(General Director)은 2영업일 이내에 주정부 산림국장으로부터
검증을 요청한다.
• 주정부 산림국장은 3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정책관(General
Director)에게 제출한다.
•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장관을 대신
하여 5영업일 이내에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 관련
령을 발표한다.
• 만일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이 생산림 허가권에
사용되는 경우,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은 임산물
이용 허가권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3) 조림지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K-HTR)
• 조림지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K-HTR) 신청서는 다음을 첨
부하여 주지사, 군수/시장, 기술이행과 장, 산림관리과 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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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로 하여 장관에게 제출된다.
- 마을 장이 인정한 지역 주민 조림지(HTR) 후보 목록, 조합 설
립 증서, 회원 목록, 신분증 또는 조합 거주지 위치
- 지역 물리적 상황, 사회 경제적, 종교적 잠재성 등을 담은 지역
일반 내용서
- 서면 형식의 최소 1:50,000 축척의 위치 지도 및 shape 파일
형식의 전자 사본
• 사회 임업 및 환경 파트너 정책관(General Director)이 2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며 요건 불충족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
환된다.
• 정책관(General Director)에 의해 신청서가 통과되면 2영업
일 이내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기술이행과장에게 현
장 검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 기술이행과장은 1영업일 이내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의 요
청에 따라 검증 팀을 구성하며 검증팀은 산림을 관리하는 주 사
무소 혹은 군수 사무소, 관련 영림소, 국유림 관리소 및 사회 임
업 업무 처리 위원회(PPS Pookja) 멤버 등으로 구성된다. 검증
팀은 구성 직후 7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수행한다.
• 검증팀은 검증 결과를 기술이행과장에게 보고하며 기술이행과장은
이를 후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에게 보고한다.
• 모든 요건이 충족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검증결과가 나온지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정책관(General Director)이 장관을 대신하여
마을 산림관리 허가권(HPHD) 발행과 관련한 령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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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임업방향지도(PIAPS)에 마을 산림으로 할당된 지역이 있는
경우, 주지사는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 임업 방향 지도(PIAPS) 기반의 커뮤니티 산림
이용 허가권(IUPHKm) 신청서는 주지사에게 제출되며 장관, 군
수/시장, 기술이행과장을 참조로 한다.
• 조림지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K-HTR) 신청서의 경우 주정
부 산림국장이 2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증한다. 요
건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 신청서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주정부 산림국장은 7영업일 이
내에 기술 검증을 실시한다. 주정부 산림국장은 사회임업 업무처
리 위원회(PPS Pokja), 기술이행과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등의
도움을 받는다.
• 검증 결과 요건 충족인 경우, 주정부 산림국장은 검증 보고서 수
령 후 3영업일 이내에 커뮤니티 산림이용 허가권(IUPHKm)관련
주지사 령을 작성한다.
• 주지사는 령을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조림지 임산물 이용 허가
권(IUPHHK-HTR)을 발표한다.
• 5영업일 이내에 령이 수령되었으나 주지사가 이를 선언하지 않는
경우,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장관을 대신하여 3영업
일 이내에 주지사 성명서를 요청한다.
• 주지사가 5영업일 이내에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정책
관(General Director)은 2영업일 이내에 주정부 산림국장으
로부터 검증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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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산림국장은 3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정책관(General Director)
에게 제출한다.
•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장관을 대신
하여 5영업일 이내에 조림지 임산물 이용 허가권(IUPHHK-HTR)
관련 령을 발표한다.
4) 임업 파트너십
• 관리 혹은 허가권 소지자는 현지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위
해 정책관(General Director)과 주지사를 참조로 하여 장관
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장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정책관(General Director)을 통해
현장 검증이 이행 후 관련 조항을 따라 현지 커뮤니티에게 임업
파트너십을 허가하며 현지 커뮤니티는 이를 통해 허가권 소지자의
향후 파트너 자격이 주어진다.
• 지역 국유림 관리소 또는 허가권 소지자와 파트너가 될 현지 커
뮤니티에 대한 현장 검증은 미래 파트너 기관이 수행하며 사회
임업 업무 처리 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현장 체크를 바탕으로 국유림 관리소 또는 허가권 소지자는
향후 파트너 커뮤니티와 함께 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합
의서는 마을 기관 및 현지 주민들이 선택하고 동의한 기타 당사
자 등 사회임업 업무처리 위원회의 지원 하에 작성된다. 협력 합
의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배경
- 파트너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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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지도
- 파트너십 활동 계획
- 목표 활동
- 활동 비용
- 파트너 권리 및 의무
- 파트너십 기간
- 거래로서의 결과 공유
- 분쟁 조정 및
- 위반 제재
• 파트너십 합의서는 지역 국유림 관리소/허가권 소지자 및 마을장
혹은 군 이하(sub-district) 또는 현지 전통기관 장 등이 인정한
파트너가 서명하며 다음을 참조로 하여 지역 국유림 관리소/허가
권 소지자가 정책관(General Director)에게 보고한다.
- 천연자원 및 생태계보전 정책관(General Director) 또는 연구,
개발 및 환경 그리고 임업 혁신청장 또는 임업확장 및 인적자
원 개발청장
-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
- 지역 국유림 사무소장
- 관련 기술이행과장
• 임업 파트너를 갖춘 지역 국유림 관리소 또는 허가권 소지자는
환경산림부에서의 편리한 서비스 등 혜택을 받게 된다.
•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 국유림 관리소 또는 허가권 소지자는
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제재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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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국유림 관리소 또는 허가권 소지자의 산림지역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지불해야하며 이는 상호 합의서 규정에 명
시된다.
• 보전지역 내 지역 국유림 관리소 또는 허가권 소지자는 보전지역
내 사회임업을 위해 보전파트너와의 상호협의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5) 관습 산림
• 관습법 커뮤니티, 개인, 그룹 또는 법인이 장관에게 산림지역 허
가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은 현지 커뮤니티가 설립
한 조합을 뜻한다.
• 장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적용 규정을 바탕
으로 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실시한다.
• 확인 및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관(General Director)은 장관을
대신하여 14영업일 이내에 민간 소유 산림을 선언한다. 산림 현
황을 바탕으로 한 산림의 1차 기능은 보전기능 및 보호 또는
생산기능이다. 산림 토지 표시 허가권은 산림지역 지도에 명시
된다.
• 만일 커뮤니티가 민간소유 산림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지역
정부와 함께 현지 커뮤니티 및 산림지역 내 영토를 파악, 검증하여
관습법 커뮤니티 및 관습산림을 결정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지역
정부와 함께 관습법 커뮤니티로 하여금 지도제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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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학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사회 복지 달성을 위해 자원
을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정치분야뿐 아니라 경제, 기술의 빠른 발전은 환경에

환
경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항 및

영
향

피드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
가

환경영향평가가 잘 수행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은 개발과 지속가능한 환경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에 대한 개발의 부정적 영향
을 방지 및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정
책은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개발이야 말로 정책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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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AMDAL)는 개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요
구된다. 환경영향평가은 환경는 그 주변환경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개발의 계획단계에서 수립된다. 여기서 환경이란 문화적 측면뿐 아니
라 생물, 비생물 등 모두를 포함한다.

2. 목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목표는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의 질을
향상하며 오염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한 낮게
하는 것이다.
법 No. 32/2009에서는, 환경보호 및 관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보호
b. 인간의 복지, 보건 및 삶 보장
c. 생물 및 생태계 지속가능성 보장
d. 환경 기능 보존
e. 환경 지속가능성, 균형 및 안정 달성
f.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자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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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환경권을 인권의 일환으로 환경권의 가용성 및 보호 보장
h. 천연자원의 현명한 사용
i.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j. 환경의 글로벌 이슈 기대

3. 역사 및 제도
환경관리 기본 원칙법 No. 4/1982이 1982년 발효된 이후 환경영향
평가 정책이 시작되었다. 법 제정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 및 관
리를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을 활용하였다:
환
경

a. 환경영향평가서(PEDAL)

영
향

b. 환경영향검토(KADAL)

평
가

c. 환경영향조사(분석)(STUDAL/SANDAL)
d. 환경영향 분석(ANDAL/ADL)
정부규정 No.29/1986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규정이 이행
되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및 제한적 이행으로 인
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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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여러 관료주의적 또는 방법론적 어려움이 존재
해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3년 10월 23일 정부규정 No.
29/1986을 철폐하고 정부규정 No. 51/1993이란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 규정은 정책 이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정책은 간소화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접
근방식도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법 No. 23/1997 제정, 발표로 인해 정부규정 No. 51/1993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5월 7일 정부규정 No.
27/1999을 발표하게 된다. 규정 No. 27/1999 공표 이후로 환경관리가
최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였다. 수정안은 국민 참여, 재지방분
권화 및 탈경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시스템 수립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및 권력 분배 등과
관련한 자치권 개념이 많이 변화하였다. 여기에는 환경보호 및 관리분야도
포함되어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호 및 환경관리법
No.32/2009를 제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부규정 No. 27/1999의
수정으로 정부규정 No.27/2012에 더욱 자세히 명시되고 있다. 상기 정
부 규정은 법 No.32/2009 이행으로 제정되었는데 특히 제33조 및 제41
조에서는 환경평가수단(AMDAL 및 UKL-UPL 형식) 및 환경허가수
단 등 환경보호 및 관리에 대한 2가지 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다음은 법 No.23/2009와 정부규정 No.27/2012 이행에 대한 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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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과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 내용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규정 No.13/2010
b. 환경영향분석을 요하는 사업계획 및 활동유형에 관한 환경부장
관 규정 No.05/2012
c. 환경문서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환경부장관 규정 No.16/2012
d.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허가서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환경부장관 규정 No.17/2012
e. 환경허가서 발급 및 환경문서 평가 및 조사절차에 관한 환경부장관
규정 No.08/2013

4. 환경영향평가를 요하는 인도네시아 내 임업 및 산림관련 투자
활동

환
경
영
향
평
가

환경영향분석을 요하는 사업계획 및 활동유형에 관한 환경부 장관 규
정 No.05/2012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다음의 임업 및 임업관련 투
자 활동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a. 천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특정 직경을 목표로 조림·관리되는 목재는 임분(stand)의 구조
및 구성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키며 야생동물과 야생동물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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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b. 조림지 목재 이용 허가권(전체 5,000 ha 이상의 면적인 IUPHHK-HT)
조림지는 임분 구성(균질화), 야생동물 및 서식지 등에 변화 및
침식 등 여러 잠재적 영향을 가져온다.
c. 연간 300,000톤 이상의 생산용량을 가진 산업 조림지로 통합된 펄
프 산업 또는 펄프 및 제지산업
1) 산업용 조림지와 통합된 펄프 산업 혹은 펄프 및 제지산업은 넓은
조림지 목재를 원자재로 사용하며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2) 펄프 생산과정은 원자재 준비, 우드칩 생산, 펄프 세척, 펄프 표
백, 액체 폐기물, 가스 폐기물 등을 가져오는 화학 혼합물
을 사용한 펄프시트 제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d. 총 면적이 100 ha 이상인 전체 관광지역 및 휴양 공원
이러한 지역은 지역/토지 기능 변화, 교통 방해, 토지 취득 및 폐기물
문제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를 요하지 않는 사업 유형은 환경 허가서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문서(UKL-UPL)를 갖
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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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 및 평가문서
환경영향평가 문서는 1) 과업 지시서(KA), 2) 환경영향 분석
(ANDAL), 3) 환경관리계획서(RKL)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서(RPL) 등
의 3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문서 작성 절차는
과업지시서(KA), 환경영향 분석(ANDAL), 환경관리계획서(RKL) 및 환
경 모니터링 계획(RPL) 문서 작성으로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문서 작성은 사업 혹은 활동 계획 단계에서 이행되는
데 개인 전문가 혹은 환경영향평가 문서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증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개시인은 사업 및 활동을 담당하는 개인 혹은 정부기관이다.
환
경

환경영향평가 문서 작성은 다음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공공 참여를
요한다.

영
향
평
가

a.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b. 환경학자
c. 환경영향평가 과정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공공 참여는 과업 지시서(KA) 작성 이전에 공개 협의 사업 및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이뤄진다. 발표 및 공개 협의를 통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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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권한에 의거하여 개시인, 환경산림부장관, 주
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답변 등을 전달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대중의 참여가 가지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커뮤니티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b. 커뮤니티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할 수 있다.
c. 커뮤니티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활동 계획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d. 커뮤니티는 환경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하거나 희망사
항을 제시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
5.1 과업 지시서 문서 작성 절차(KA)
과업 지시서(KA)란 환경영향분석 연구의 범위를 말한다.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환경영향분석(ANDAL)을 위한 연구조사 범위 및 심화도 결정
b. 제한된 시간에 비용, 에너지와 관련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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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분석(ANDAL) 수립
과업 지시서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a. 개시인, 환경영향평가 문서작성자 및 정부기관에 중요한 참고서
b. 환경영향분석(ANDAL) 문서 평가자가 환경영향분석(ANDAL)에 대
한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참고서
다음은 과업 지시서의 작성, 평가 및 승인 절차이다.
a. 환경영향분석(ANDAL) 및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개시인이 작성하는 과업 지시서는 권한에 따
라 장관 또는 주지사, 군수/시장에게 제출된다. 문서는 환경영향평
가 평가 위원회 사무국이 제출한다.
b.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 사무국은 과시 지시서의 행정적 완전성에
대한 서면 성명서를 작성한다.
c. 행정적으로 완성도를 갖춘 과업 지시서는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
회의 평가를 거친다.
d.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는 기술팀에게 과업 지시서 평가를 위임
한다.
e. 기술팀은 평가 과정에 개시인을 참여시킨다
f. 기술팀은 과업 지시서 평가 결과서를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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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다.
g.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가 평가 결과서를 승인하면 환경영향
평가 평가 위원회는 과업 기술서 합의서를 발표한다.

6. 환경영향분석(ANDAL)과 환경관리 계획(RKL) 수립 및 평가
절차–환경 모니터링 계획(RPL) 문서 및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노력(UKL-UPL) 평가
6.1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평가
a. 환경영향평가(ANDAL) 란: 사업 또는 활동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
에 대한 정확하고도 심오한 평가를 말한다.
b. 환경관리계획(RKL) 이란 : 사업 또는 활동 계획에 따른 환경 영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c. 환경모니터링 계획(RPL) 이란: 사업 또는 활동 계획에 의해 영향
을 받는 환경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ANDAL) 작성은 사업 또는 활동의 주요 영향을 심오하
고 정확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ANDAL)
평가 결과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 고려사항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특히 타당성 측면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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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환경영향평가(ANDAL) 및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 작성 및 검토 절차:
a. 개시인은 승인된 KA 문서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ANDAL)와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를 작성한다
b. 환경영향평가(ANDAL)과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권한에 따라 장
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 제출된다.
c.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ANDAL)과 환경관리
와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의 행정적 완전성과 관련
해 서면 성명서를 작성한다.
d.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는 기술팀에게 행정적으로 완전성을 갖
춘 환경영향평가(ANDAL)와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
(RKL-RPL) 문서평가를 위임한다.
d. 환경영향평가(ANDAL)과 환경관리와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평
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f.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ANDAL)과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
경영향평가(ANDAL)와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를 개시인에게 회부하여 수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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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개시인은 환경영향평가(ANDAL)과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
(RKL-RPL) 문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h.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는 수정된 문서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
가(ANDAL) 및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에 대
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i.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추천서를 해당 권한
에 따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한다.
j. 환경영향평가(ANDAL)와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 평가에 대한 추천서는 환경적으로 타당성을 갖추거나
환경적으로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k.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는 최종 평가 결과서로서 추천서를 해당 권
한 당국에 따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한다.
l.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은 추천서를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m. 환경영향평가 평가 위원회의 최종 평가 결과를 수령한 후 최대 10영
업일 이내에 환경 타당성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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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 관리 노력서 및 환경 모니터링 노력서 작성 및 평가 절차
(UKL-UPL)
환경영향평가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활동 등은 (환경관리 노력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은 환경 허가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이다.)
문서를 작성할 의무를 가진다.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
(UKL-UPL)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문서이다. 이 문서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며 개시인에 의해 작성된다.
7.1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작성 절차
a.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은 사업 및 활동 계획
단계에서 개시인이 작성한다.

환
경

사업지 혹은 활동장소는 반드시 공간 계획에 따라야 한다.

영
향

b.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문서는 평가대상이 아
니며 사업 또는 활동의 위치가 공간 계획과 다를 경우 개시인에게
반송된다.
c.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은 환경문서운영 가이드
라인에 대한 장관령 No. 16/2012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양식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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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평가 절차
a. 개시인은 작성된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양식을
권한에 따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한다.
b.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평가와 추천서 발
행은 군/시 환경국장 등 장관을 대신해 선출된 공직자가 수행
한다.
c. 해당 공무원은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의 행정 완전성 등을 검토한다.
d.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 등은 문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우
개시인에게 해당 문서를 반송한다.
e. 문서가 행정적 완전성을 갖춘 경우,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
직원은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문서를 평가
한다.
f. 문서 수령이후 최대 14일 이내에 평가가 수행된다.
g.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 등은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
(UKL-UPL) 추천서를 발행한다. 추천서는 승인 또는 반려의 내용을
담고 있다.
h.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추천서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을 요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동의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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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 허가서 신청 절차
환경 허가서란 사업 허가권 획득을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환경의 보호
및 관리라는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
력(UKL-UPL) 의무를 가진 사업 및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
는 허가서이다.
법 No.32/2009 제 40조 규정에 따라 환경 허가서는 사업 허가서 요
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 허가권은 환경 허가서 발급된 이후에만 발
급된다.
환경 허가서는 다음에 의해 발급된다:
a. 장관이 발행한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환경
타당성 결과 또는 추천서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 장관

환
경

b. 주지사가 발행한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환경

영
향

타당성 결과 혹은 추천서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 주

평
가

지사
c. 군수/시장이 발행한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환경 타당성 결과 혹은 추천서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
군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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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환경 허가서 신청 절차
a. 개시인은 환경 허가서 서면 신청서를 권한에 따라 장관 또는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한다.
b. 환경 허가서 신청서는 환경영향평가(ANDAL)와 환경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계획(RKL-RPL) 신청서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평가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c. 환경 허가서 신청서는 환경영향평가 문서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
니터링 노력(UKL-UPL) 문서, 사업 또는 활동 및 법인 설립 문서
그리고 사업 또는 활동 소개서 등의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d.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 등은 환경 허가서 신청서 수령 후 해
당 신청서를 공개해야 한다.
e. 환경영향평가를 요하는 사업 또는 활동 통지는 환경영향평가
(ANDAL) 및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RKL-RPL) 문서
수령 이후 늦어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 혹은 활동 장소에
위치한 정보 게시판 혹은 멀티미디어(매체)를 통해 이뤄진다.
f. 일반 대중은 발표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발표안에 대한 염원,
의견 및 답변을 제출하는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g. 일반 대중에 제출한 염원, 의견 및 답변 등은 대표 혹은 환경영향평
가 평가 위원회 의원으로 등록된 공공기관 회원 등을 통해 전달된다.
h.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을 요하는 사업 또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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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발표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문서
수령 이후 늦어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 혹은 활동 장소에
위치한 정보 게시판 또는 멀티미디어(매체)를 통해 이뤄진다.
i. 일반 대중은 발표 이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발표안에 대한 요청사
항, 의견 및 답변을 제출하는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j. 제출된 모든 요청사항, 의견 및 답변 등은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
시장에게 전달된다.
8.2 환경 허가서 발급 절차
a. 환경 허가서는 다음에 의해 발급된다.
1) 장관이 발행한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환경 타당성 결과, 추천서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
환
경

장관
2) 주지사가 발행한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영
향

환경 타당성 결과, 추천서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 주

평
가

지사
3) 군수/시장이 발행한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환경 타당성 결과, 추천서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 군
수/시장
b. 환경 허가서는 환경 허가서 신청서 발표 이후에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 의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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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 허가서는 환경 타당성 결과 및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추천서 발행과 동시에 발급된다.
d. 환경 허가서는 최소한 ⅰ) 환경 타당성 결과 또는 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 노력(UKL-UPL) 추천서에 명시된 요건 및 의
무, ⅱ)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이 요하는 요건 및 의무, ⅲ)
환경 허가서 만료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e. 환경 허가서는 사업 허가권 종료일에 만료된다.
f.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이 발급한 환경 허가서는 발급일 이후
늦어도 5영업일 이내에 언론을 통해 공표되어야 한다.
8.3 환경 허가서 소지자 의무
환경 허가서 소지자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a. 환경 허가서 및 환경 보호 및 관리 허가서에 명시된 요건 및 의무 준수
b. 환경 허가서 요건 및 의무 이행의 증거로 매 6개월마다 행정 보고
서를 작성하여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
c. 규정에 따라 환경 복원을 위한 보증 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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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소유 조림지
1990년 초 이후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산업
용 조림지(HTI)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a. 천연림 이용 효율성 증진
b. 산림 생산성 개선

조
림
지

c. 황폐화 산림 복원

사
례
및

d. 목재 기반 산업에 대한 원자재 공급 지원

임
산
물

e. 고용 기회 증대

시
장

f. 국가 경제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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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수출 목적의 국가 외환 개선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2년 펄프산업, 제지 및 레이온 산업 등 11개
전략적 산림 기반 산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정부는 정책지원을
위해 펄프 및 제지 산업의 생산용량을 충족하는 조림지(HTI)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산림 지역을 할당하였다. 제공된 산림지역의 위치는 산업과의
통합을 통해 조림지(HTI)조성이 가능한 곳이었다.
PT. Musi Hutan Persada(PT. MHP)는 PT. Tanjung Enim Lestari
(PT. TEL)이라는 펄프 및 제지산업과 통합에 성공한 대표적인 조림지
개발 기업 중 하나이다. PT TEL은 연간 최대 900,000 BDT의 펄프 생
산용량(연간 432만m3 원목과 동일량)을 갖추고 있다.
PT. MHP는 개활지, 관목지, 갈대 지역에 산업용 조림지를 조성하
였으며 조림지 조성 기간 동안 천연림에서의 개간활동은 하지 않았다.
PT. MHP의 조림지 조성 성공은 이 책자에서 성공적인 조림지 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다.
PT. MHP는 산림부령 No.038/ Menhut-II/1996에 따라 1996년 1월
29일 남부 수마트라(Sumatra) 주 7개 군에 296,400ha를 할당받았다.
해당 7개 군은 Muara Enim, Penukal Abab, Pematang Ilir, Musi
Banyu Asin, Ogan Komering Ulu, Ogan Komering Ulu Timur,
Lahat dan Musi Rawa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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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지역에 따라 세 개 군으로 나눠지는데 i) Martapura 산림 지역으
로 196,201.09 ha, ii) Subanjerilji 산림 지역 69,365.06 ha iii)
Benakat 산림지역 30,833.85 ha이다. 전체 면적 296,400ha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은 193,500ha이며 나머지 102,900ha는 비복
재 임산물(야자수, 고무, 혼합), 동식물 서식지, 마을 및 석유와 가스 사용
을 위한 산림지역 임대 허가권 등의 이유로 실제로 사용될 수 없는 지역
이다. PT. MPH 작업 지역에서의 토지 유형은 모두 무기질 토양이다.
PT. MHP 지분 100%는 Marubeni Co. Ltd.란 일본 기업 소유이다.
PT. MPH 기업은 i) 운영 이사, ii) 재무 이사, iii) 안전, 사회 및 대외
이사, iv) 인사 이사 및 일반 총무 등 4명의 이사를 감독하는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사들은 운영 관리자(General Manager, GM) 안전 및
사회 관리자, 품질 관리자, 기획 관리자, 인사 관리자 및 지역 관리자 등
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현장관리는 몇 몇 관리소관 부서에 의해 감독된다. 각 관리부서에는
안전 및 사회, 기획, 식물 및 일반(공급제 및 기타) 등을 담당하는 직
원들이 있다.

조
림
지
사
례
및
임
산
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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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남부 Sumatra PT. Musi Hutan Persada의 사업대상지

PT. MPH는 산업용 산림자원개발사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업 비
전, 임무 및 중심 가치 등을 수립하였다.
a. 비전:
임분 생장량 최대화, 최고의 직원, 시스템 및 구조 등을 지속적으
로 향상시키는 선도적 임산업 기업으로 목표는 고객 만족을 위한 토지확
보 및 목재 생산량 최대화이다.
b. 미션:
비생산적 토지를 재조림하고 지속가능한 높은 생산성의 조림지로 관
리, 생물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여 목재 및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고 지
역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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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심 가치:
1) 공정성; 업무 환경 내외적으로 모든 행동에서 정직과 청렴성 유지
2) 혁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작업
패턴을 수립하여 언제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기업
3) 조화; 환경과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오랜 조화, 균형을 유지
PT. MHP는 정부 발행의 허가권을 바탕으로 허가 지역 상에 임산업
수행 권리를 가지며 산림 목재를 이용, 판매할 수 있다. 상기 권리 이외
에도 PT MHP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의무사항을 이행
해야 한다.
1) 수확한 벌채목에 대한 작업 지역 및 임산물 수수료(IHH) 납부
2) 작업 지역 제한선 이행
3) 10년 작업 계획서와 연간 작업 계획서 수립
4) 환경영향분석(AMDAL), 환경모니터링 계획서(RKL) 및 환경관리
조
림
지

계획서(RPL) 작성 및 이행 그리고 현장에서의 모니터링
5) 시설 및 인프라 건설

사
례

6) 현장에서의 계획을 바탕으로 검증된 활동 수행

및

7) 계획에 따라 식재, 유지, 수확 및 마케팅 등의 조림지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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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벌채 또는 수확 이후 재조림 이행

시
장

9) 임업 전문기술 인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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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업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노력
PT. MHP는 2015년 6월 16일 No. SK. 2526/menlhk-vi/buht/
2015 령을 통한 최종 승인인 산림관리 생산 정책관(General Director)
의 승인을 받은 장기 10년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PT. MHP는 또한 규정에 따라 “양호” 범주에 드는 산림관리 생
산 인증서를 보유중이다. PT. MHP의 이사장은 스스로 연간 작업 계
획서(RKT)를 합법화할 수 있으며(자체 승인) 주정부 산림국장의 검사
및 승인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 자체 승인한 연간 계획서는 이미 지속가능
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산림관리를 잘 수행한 목재이용(IUPHHK) 허가권
소지자들에게 정부가 부여한 인증서와 같다. 연간 계획서는 10년 계획서를
기본으로하여 연도별 이행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PT MHP 공간 작업은
계획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표 5.1> PT Musi Hutan Persada 공간계획
No.

공간 계획

1

주요 수종 개발

2

면적(ha)

비율

150,673

51.2 %

현지 커뮤니티를 위한 생명 지원 수종 개발

86,267

29.3 %

3

보호지역

44,098

15.0 %

4.

사회 문제로 인해 관리불가한 지역

13,362

4.5 %

294,400

100,0 %

전체
출처: RKUPHHK-HTI PT Musi Hutan Persada 2010 – 2019.

본래 PT. MHP는 펄프 제조 산업 필요에 따라 아카시아 망기움(Acacia

mangium)을 주로 조림하였다. PT. TEL의 주요 수출지는 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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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여러 제지 산업과 진행한 여러 인터뷰에 따르면 아카시아 펄
프로 생산되는 제지는 사회·문화적으로 제지의 사용량이 높은 일본 시
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제지다.
2010년 이래로 조림지 내 아카시아 망기움(Acacia mangium) 생산
은 긴꼬리원숭이(Macaca fascicularis)로 인한 피해로 인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긴꼬리원숭이는 2006년부터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기 시
작하였다. 긴꼬리원숭이는 단맛이 나는 아카시아 망기움(Acacia

mangium)의 어린 나무껍질을 섭취한다. 긴꼬리원숭이의 기하급수
적인 개체수 증가는 PT. MPH 목재 생산량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이는 주변 커뮤니티의 산림지역 침해(encroachment) 등을 제외한 것
이다.
긴꼬리원숭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어 목재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수년
동안 ha당 높은 피해 강도를 기록하였다. 매우 심각한 피해의 경우 그
강도가 50 %를 상회하는데 이는 대부분 긴꼬리원숭이로 인한 것이다. 긴
꼬리원숭이로 인한 피해 이외에도 군류(ceratocystis) 로 인한 2차 피
해가 이어져 수목에 심각한 부패를 가져와 목재가 닳아 사용불가 상태가
되었다. 2010년과 2011년 조사 현황에 따르면 PT. MPH 벌채 허가
지역에서의 긴꼬리원숭이 개체수는 37,000마리에 달하였다(Sui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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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꼬리원숭이는 아카시아 망기움(Acacia mangium)의 어린 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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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히고 수목을 부러뜨려 훼손하는 등 생장을 불가하게 한다. 관찰
에 따르면 긴꼬리원숭이로 인한 피해는 수목의 수간 전체에 나타나고 있
다. 수목의 형성층(cambium)도 훼손된다. 유인원들은 단맛을 가진
액체형 형성층(cambium) 식물을 선호한다. 훼손된 식물은 서서히 말
라서 죽게 된다(Kurniawan, 2009).

[그림 5.2] 긴꼬리원숭이의 공격으로 인한 Acacia mangium 훼손

원숭이의 수목 훼손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며 그 결과 목재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기존에는 ha당 약 90~120m3 정도의 목재가 생
산되는데 해충과 유인원으로 인해 ha당 20~25m3 정도만 생산되었
다. PT. MHP가 해충과 긴꼬리원숭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고 있
는 노력은 아래와 같다:
1) 벽화를 사용한 수간 도색
2) Acacia 수간에 furadan 살충제 도포
3) 원숭이의 천연림 서식 유도, 서식지 조성 및 제공(2~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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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긴꼬리원숭이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인해 상기의 노력들은 큰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긴꼬리원숭이는 보호종으로 사냥이나 박멸 금지
대상으로 CITES(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목록에 포함된
동물이다. 한편 IUCN 적색 목록에는 낮은 위험성을 가지는 멸종위기종
으로 분류되고 있다(Bonadio, 2006). 예전 산림부는 동물 수출 목적으로 산
림부령 No.26/kpts-ii/94에서 긴꼬리원숭이(macacafascicularis), 남부돼
지고리마카크(beruk, macacanemestrina) 그리고 골설어(Scleropages

formosus) 등을 수출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다(Anonymous, 2004).
집중 실험을 통해 PT. MHP는 결국 긴꼬리원숭이가 가장 덜 선호하
는 수종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유칼립투스 펠리타(Eucalyptus

pellita)이다. PT. MHP는 주요 조림수종을 아카시아 망기움(Acacia
mangium)에서 유칼리툽스 펠리타(Eucalyptus pellita)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조림용 유칼리툽스 펠리타(Eucalyptus pellita)는 파푸아
(Papua) 및 동부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에서 온 모수에서 기원하
였다. 한편 현지 커뮤니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림지를 위해 PT. MHP
는 커뮤니티와의 논의를 통해 고무나무(Hevea spp.)를 식재하였다.

조
림
지

PT. MPH는 조림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연간 3,500만본의 묘목생산

사
례

용량을 갖춘 3개의 양묘장을 설치하였다. 해당 묘목은 R&D 본부에서 개

및

발 및 관리하며 이미 환경산림부 임목종자국(BPTH) 또는 임목종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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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청 으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한 유칼립투스 펠리타(Eucalyptus

pellita) 종자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양묘장에서의 생육에는 12주가 소
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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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는 자라나는 종자가 잡초와의 경합을 줄이기 위해 제초작업을 수
행한다. 배토양는 종자활착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유칼립투스 펠리타(Eucaliptus

pellita)는 매우 민감한 수종으로 조건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묘목의 생육을 위해 현장에서는 식재 구멍 및 가용성 비료 등이 준비
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비료는 N(질소), P(인산), K(칼륨) 등이다. 식재
간격은 3m×2.5m로 개체수가 ha당 1,300본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한
다.
식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식재 구멍만들기, 비료 및 묘목 식재 비용
등을 포함하여 ha당 Rp 900,000에서 Rp 1,000,000에 달한다. 조림지
조성에 있어 가장 큰 구성요소는 ha당 Rp 3,000,000에서 최대 Rp
4,000,000의 비용이 소요되는 정지작업이다.
잡초는 인력제초(풀베기) 및 제초제 살포작업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초작업은 조림 후 2달, 5달, 6달, 9달 및 12달 시간이 흘렀을
때 주기적으로 행해진다.
주요 수종은 수령 4~5년 시에 수확 가능한데 ha당 예상 수확량은
80~90m3이다. 체인톱(chainsaw)으로 벌목이 행해지고 최소 직경
5cm, 길이 2.5m로 제단이 가능한 수확용 기계(harvester)로 수확이 이
뤄진다. 그 후 목재는 포워더(forwarder)와 부교(pontoons)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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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도 주변 집재장소(TPN)에 놓여진다. 이러한 목재는 임산물 전문
인력이 측정할 수 있도록 특정 모양으로 쌓아진다. 그 후 목재는 목재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또한 실제 상황에 맞는 현장 도급업체에 대한 지불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 품질에 따라 분류된다.
PT. MPH 임산물은 시장상황에 따라 m3당 $34에서 $48 사이의
가격으로 펄프 산업체인 PT. TEL에 거래된다.
이사장이 승인한 2016년 연간계획에 따라 PT. MHP 계획 및 운영
활동 이행은 아래 표와 같다: 묘목 62,192,559본, 조림 38,880 ha,
무육·관리 118,526 ha 그리고 예상수확량은 490,559 m3이다. 한편
작업 계획에 따른 2017년, 2018년 및 2019년 예상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5.2> 2017년~2019년 운영계획
No.

활동

1

식재(ha)

2

유지관리(ha)

3

수확

4

2017

2018

2019

33,609

33,247

27,814

143,825

151,263

150,673

a. 면적(ha)

24,299

22,237

18,814

사
례

b. 수량(m3)

1,844,695

1,656,953

1,079,255

및

마케팅(m3)

1,844,695

1,656,953

1,07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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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2011년~2016년 7월 운영활동 실현
No
1

활동
묘목(본)

2012

2013

2014

62,868,330 70,756,567 51,387,590

2015

2016*)

49,820,397

38,557,614

2

식재(ha)

26,853

31,129

17,613

23,721

13,442

3

무육·관리(ha)

76,576

70,179

56,946

53,679

29,876

4

수확(m3)

1,283,163

670,580

560,484

850,561

335,038

*) 2016년 7월까지.

PT. MHP는 균형의 원칙에 따라 또한 기업의 비전을 이행하고 생
물 다양성을 유지,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보존 가치(HCV)를 가진 보존 지역을 관리하고 환경영향평가, RKL 및
RPL 문서에 따라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환경부서를 구성하
였다. 2008년 PT. MHP는 보고르(Bogor) 농과대학의 고보존 가치
(HCV)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높은 보존 가치 지역 등을 파악하였다.
2011년에는 44,098 ha(벌채 지역의 14.8%)를 확인하였다.
HCV 지역으로서의 공간 보존 지역에 따라, 천연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으며 현지인들이 종교적 문화적
부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다. 보호지역에
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종은 수마트라 호랑이
(Panthera tigris), 수마트라 코끼리(Elephas maximus), 사슴(Cervus

unicolor),

긴팔원숭이(Hylobates

syndactylus),

천산갑(Manis

javanica), 말레이맥(Tapiru sindicus), 아기사슴(Tragulus javanicus)
등이 있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관리 활동들은 불법 벌목이나 잠식으로 인
한 훼손된 지역을 재건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으로 회복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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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MHP는 또한 산림관리에서 국민의 역할을 증대하고 벌채 지역
주변 커뮤니티의 공공 복지를 증대시킴으로써 기업과 함께 커뮤니티의 성
장을 함께 도모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PT.
MHP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 산림 관리 프로그램(MHBM)에는 24,485 명으로 구성된
69개 그룹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8월까지 Rp 267억의 서비스
및 생산관리 기금이 분배되었다.
2) 국민 산림 개발 프로그램(MHR)으로 2016년 8월까지 Rp 411억의
수익 배분이 이뤄졌다.
3) 숭배 장소 유지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형식의 사회 원조
금액은 2016년(8월까지) Rp 62,260만을 기록하였다.
4) 2016년(8월까지) 교사 사례금 및 학교 건물 유지에 대한 교육 원조
금액이 Rp 37,770만에 달하였으며 Marubeni 협동조합과 더불어 25
명의 Sriwijaya 대학의 학생들에게 각각 Rp 500만의 장학금을 전
조
림
지

달하였다.
PT. MHP는 산림관리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또한 다음과 같이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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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획득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기업 성과 인식을 확대시

및

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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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관리시스템 인증 ISO 14001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유효)
2) 산림 생산 관리 시스템 인증(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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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SC 관리 목재 인증(2009년부터 2019년까지 유효)
4) BLUE 순위의 PROPER 인증2014/2015 (2012/2013년부터)

2. 국영 소유 조림지
자바(Java)와 마두라(Madura)의 산림관리는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
가 임업서비스단(Jawatan Kehutanan)이라고 불리던 산림관리기구를
설립한 1887년부터 시작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이후 산림관
리는 일본 식민지 시절까지 여러 변화를 겪게 된다. 인도네시아 독립후
1961년 임업서비스단의 지위는 산림기업 설립에 대한 정부 규정 No
17-30/1961에 따라 국영 기업으로 변화하였다. 1972년 정부령
No15/1972에 따라 정부는 국영산림기업 영림공사(Perum Perhutani)
를 설립하였다.
영림공사는 현재 자바(Java)와 마두라(Madura)내 생산림과 보호림
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영기업(BUMN)이다. 영림공사는 산
림 관리자로서 임업법 No. 41/1999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i) 산림 정리 및 관리 계획, ii) 산림 이용 및 토지 이용, iii) 산림
재건 및 개척, 그리고 iv) 산림 보호 및 자연 보호. 이러한 권한은 정부
규정 No. 15/1952에 기반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유효한 규정은 영림공사에 관한 정부규정 No. 72/20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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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관리에 있어서 영림공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다:
2.1 비전 및 미션
a. 비전: 산림관리에서 제1의 기업
b. 미션: i)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ii)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산림 관리의 이득을 향상, 그리고iii) 올바른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산림 비지니스 구성.
c. 중심 가치: 지속성, 우수성, 책임감, 성숙, 의무, 팀워크, 부
가가치, 민첩성.
2.2 작업 지역 및 업무 범위
영림공사 작업 지역은 특별자치 지역인 족자카르타(Yogyakarta) 및
자카르타(Jakarta)를 제외한 자바(Java) 및 마두라(Madura) 내 전체
생산림 및 보호림이다. 영림공사 본사는 자카르타(Jakarta)에 위치하여
있으며 지역별 국유림 관리소를 감독하는 여러 곳의 본부(division)를
지휘하고 있다. 각 본부에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산림계획을 수립하는 산림
계획분과(section)가 있다. 본부, 국유림관리소, 계획분과 및 각 지역별
관리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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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영림공사 작업 지역 및 규모:
No.

구분

관리소(개수)

계획분과(개수)

678,244.60

14

4

중부 Java 지역

635,746.78

20

4

동부 Java 지역

1,134,052.00

23

5

2,448,043.38

57

13

1.

Banten 및 서부 Java 지역

2.
3.

합계

면적(ha)

영림공사는 다음과 같이 5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
1) 관광, 환경 서비스 및 영농
2) 산림 관리, 개발 및 이용
3) 목재품 판매 및 마케팅
4) 수지(Gondorukem), 테레빈유(Terpentin) 및 유칼립투스 오일 생산
5) 목재 산업 및 개발

[그림 5.3] Java 및 Madura 내 영림공사 작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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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공사가 수행 중인 사업은 아래와 같다:
a. 원목 및 가공 목재 생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이행은 영림공사가 생산하는 원목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 생산되는 목재의 수종은 티크(teak), 소나무(pine), 마
호가니(mahogany), 소노켈링(sonokeling), 등나무, 아카시아(acacia),
생온(albizia), 그멜리나(gmelina), 라사말라(rasamala)로 평균 생산량
은 연간 350,000m3에 달한다.
영림공사는 원목 생산 이외에도, 또한 연간 평균 25,000~30,000m3
정도의 가공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가공 제품으로는 제재목, 바닥재,
집성재, 가구, 주택자재 및 합판 등이 있다.
b. 비 목재 임산물 및 그 부산물

1) 수지(Gondorukem) 및 테레빈유(terpentin)
수지(Gondorukem) 제품은 소나무 수지 증류를 통해 생산된다. 수지
(Gondorukem)은 약품이나 화장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천연 수지 제품
이다. 하얀색의 투명한 테레빈유(turpentine)는 페인트 용액, 향수, 살균제
및 기타 화학혼합물 등의 원료로 쓰인다. 제품의 고품질 유지방법은 생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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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공사는 2014년부터 중부 Java의 Pemalang에 위치한 수지
(Gondorukem) 및 테레빈유(turpentine) 생산 공장을 통해 시네
올(Cineol), 알파 피넨(Alpha Phinene), 알파 테르피네(Alpha Terpicenol),
베타 피넨(Beta Pinene) 및 디 리모넨(D-Limonene)과 같은 gondorukem
의 파생 제품들을 생산해오고 있다. Perhutani는 또한 전기공구 절연
체, 화장품, 니스(varnish) 및 틴트(tint)의 원료로 사용되는 래커
(lacquer)를 생산하고 있다. 래커(Lacquer)는 kesambi 나무 가지에서
수확되는 래커 분비물의 산물이다.
2) 유칼립투스 오일(Eucalyptus oil)
영림공사는 또한 최고품질의 유칼립투스 오일을 생산한다. 이 유칼립
투스 오일은 유칼립투스 잎의 추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 제품은 제
약 산업에서 널리 사용된다. 영림공사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1의 종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추출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상품의
질을 높이고 있다.
3) 기타 수지(resin) 제품
기타 수지 제품으로는 다마르(Agathis dammar) 수목에서 나온 가공 수
액물인 코펄(copal), 기타 아가티스(Agathis) 그리고 감람과에 속하는 것
들이 있다(Bursera, Portium). 코펄(copal)은 잉크의 번짐현상을 방지
하는 제지 코팅액의 주요 성분이다. 영림공사의 코펄(copal)은 또한 래
커(lacquer)와 니스(varnish)의 혼합으로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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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꿀
영림공사는 또한 Parung Panjang, Bogor, Regaloh 및 기타 중부
Java 산림 양봉 지역에서 최고 품질의 꿀을 생산하고 있다. Perhutani가
개발한 생산 중인 벌꿀로는 현지 벌(Apiscerana), 야생벌(Apisdorsata),
유럽벌(Apismellifera) 등을 꼽을 수 있다. 영림공사의 꿀은 식용목적
이외에도 피부 치료제로도 유명하다. 실험실 실험 결과 수분, 설탕(과당,
포도당, 엿당, 자당), 무기물(Ca, Na, P, Fe, Mg, Mn), 비타민(B1,
B2, B5, B6, C) 및 효소의 성분을 가진 꿀은 최대 수분 함량22% 최대
자당 함량 10%인 기준을 충족하는 최고 품질로 알려져 있다.
영림공사는 생산꿀을 바탕으로 꿀 음료수를 생산하고 있다. 이
는 영림공사가 생산하는 물과 꿀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 음료수이다.
c. 생태 관광 및 자연환경 서비스

영림공사는 자바(Java)에 122곳 이상의 생태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
다. 해변에서부터 산에 이르기까지 생물 지리학적 요소를 갖춘 산림 지
역은 관광객들에게 천연 자연으로서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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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anggu, Gedong Songo, Tanjung Papuma, Padusan, Kakek
Bodo, Curug Cilember, Karang Nini, Pantai Pasir Putih, Pu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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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ah 등이 있다.
영림공사는 관리 산림 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생수를 생산하고 있
다. 이는 철(Fe), 화학품(chemist) 및 표백제(bleach) 등을 함유하지 않
은 가장 깨끗한 수자원인 천연 수자원을 활용하는 등 산림의 잠재적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영림공사 생수는
2011년 일본 시장 표준 요건을 충족한 인도네시아 병입 생수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생수는 240ml, 300ml, 600ml 병 및 19리터 갤론 사이즈
로 판매되고 있다.
d. 누에 및 야생동물 사육

영림공사가 운영하는 누에 및 야생동물 사육 사업은 천연 실크 기업
(PSA)을 통해 레갈로(Regaloh), 중부 자바(Java) 및 PSA Soppeng, 남
부 술라웨시(Sulawesi) 등에서 누에 및 견사를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은
또한 커뮤니티에서 실크 바티크(silk batik) 및 실크 사롱(silk sarong)의
주요 재료로 판매,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영림공사는 긴꼬리원숭이, 유인원 영장류(Macacafa

scicularis), 사슴 및 악어 사육 등 야생동물 사육에도 종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보전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영림공사는 종자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케푸(Cepu)에 위치한 영림
공사 연구개발센터(Teak Centre)에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인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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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묘목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영림공사는 또한 자바티크와 같은 우수
한 티크(teak)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영림공사는 이미 국내외에서 인증
을 획득한바 있다. 산림 관리와 관련하여 21,6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5,677명(72%)은 정규직, 5,691명은 임시직이다. 자회사
를 지주회사로 합병하여(PT. INHUTANI I에서 PT. INHUTANI V) 현
재 영림공사의 전체 직원수는 23,019명에 달한다.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목적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i) 보건 및 안전 업무 관리
시스템(SMK3)을 통한 직원 보호, ii) 헌법에 따른 직원 노동조합 자유,
iii) 역량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활동들
은 회사가 수립한 인적자원 관리체계에 기반한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
영림공사는 또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기업책
임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권한향상에 힘쓰고 있다. PHBM이라고 알려진
영림공사-커뮤니티 공동 산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영림공사는 자바
(Java) 및 마두라(Madura) 내에서 5,390개의 산림 마을 커뮤니티와 협
력 관계를 맺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1,175,789명의 회원을 둔 산촌협의
회(Lembaga Masyarakat Desa Hutan/LMDH)라고 알려진 5,289개의
커뮤니티 산림 마을 기관을 설립하였다. 영림공사와 커뮤니티는 산림을 유
지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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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밭, 옥수수 및 기타 식량 식품의 국가 생산 기여량은
258,979톤, 즉 Rp 7,710억
3. 276,594명의 산림인력 고용창출로 Rp 3,458억의 추가 소득 기여
4. 산촌협의회(LMDH)를 통한 3,334개 업종 개발
영림공사는 환경운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림공사는
2012년부터 자연 및 환경 보존 분야에서 19개 국영기업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해오고 있다. 또한, 영림공사는 2014년 밭벼 수확이 112,876 톤,
옥수수 71,316톤, 콩 4,535 톤에 달하는 등 기업 기반의 식량 생산성
개선 운동(GP3K) 뿐만 아니라 통합 농업 체계를 통한 정부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영림공사는 사업 활동에 있어 높은 보존 가치를 가진 산림(HCVF)
보호를 이행하기 위해 산림 자원 및 생물 다양성의 훼손을 막고자 하
는 의지로 보호지역과 최고 보존 지역을 보전하고 있다. Hutan Alam
Boja, Hutan Alam Gunung Lasem, Hutan Wisata Rowo Bayu,
Sempadan Sungai Sumber Semen, Situs Jati Papak, Air Terjun
Selogiri 등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부여
받은 소규모 보호 지역이다.
영림공사는 사업 및 이윤 목적뿐 아니라 산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
리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Perhutani Green Pen Award”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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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산림자원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문학교육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산림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사랑 및 감수성 등을
가진 젊은 재능 있는 작가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재들은 단편 소설
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영림공사는 또한 젊은 세대 사이에
서 영림공사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더 높이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림자원 보전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영림공사는 국유림 관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지역에 FSC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Kebon Harjo, KPH Kendal, KPH Cepu, KPH Randu
blatung, KPH Ciamis, KPH Madiun, KPH Banyuwangi Utara, KPH
Pemalang, KPH Nganjuk 및 KPH Cianjur
FSC 체제를 통한 COC(목재 합법성) 인증은 Cepu, Randublatung,
Gresik 및 Brumbung(2개 산업)에서의 목재 가공 산업(3개 산업)에 대
해 획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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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산물 시장
3.1 인도네시아 산림 이용 거버넌스(지배구조) 약력
산림 거버넌스(지배구조)는 수카르노(Soekarno) 시대에 분권화되었
다. 정부는 정부령 No. 64/1957에 따라 자바(Java)외 지역에서 산림
거버넌스를 주 정부에게 분권화하였다. 따라서 주 정부는 i) 20년 기간
으로 최대 1,000 ha 운영 면적의 산림 벌채, ii) 5년 동안 최대 5,000
ha의 벌채 허가권, iii) 기타 임산물 목적의 벌채 및 2년 후 허가권 수거
등의 산림 자원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Santoso,
2008).
수카르노(Soekarno) 시대에 산림 분야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외국
인 투자를 신뢰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주의 및 국수주의 정치 경제 정책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카르노(Soekarno) 시대에는 외국인
혹은 토착민의 산림 자원 활용은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영국
및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기업환경으로 인
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1957년 수카르노(Soekarno)는 반서구 입장
을 발표하였고 1963년까지 네덜란드, 영국 및 중국 기업들을 국유화하
였다. 공정 제품 공유 협약에 따라 칼리만탄(Kalimantan)에서 1950
년대 산림 활용에 참여한 미수이(Misui) 일본 기업을 제외하고는 산림 분
야에서 상업적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기의 일본과의 협력
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다(Awa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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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Awang, 2005) 새로운 정권 시대(1968~1998)에는 산림 거버
넌스(지배구조)가 중앙집권식으로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정치 경제체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회가 제공되었다. 정부는 국가개발을 위해
외국인 차관 시나리오 등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투자법 No. 1/1967 (UUPMA) 및 국내투자법 No. 6/1968
(PMDN) 제정을 통해 민간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었
다. 그 이후로 투자자들은 자바(Java) 이외의 지역 특히 수마트라
(Sumatera)와 칼리만탄(Kalimantan) 등의 지역에서 산림 벌채 허가권
(HPH)을 부여받았으며 1989년에는 6,400만 ha에 달하는 생산림 지역을
관리하는 572개 산림 벌채 허가권이 발급되기도 하였다.
FAO 기록에 따르면 산림 벌채의 증가에 따라 1976년에서 1980년 사이
매년 550,000 에이커의 인도네시아 산림이 훼손되었다. 1980년 산림
전용이 100만 ha에 달하였다. 산림전용률은 1985년에서 1997년 사이
증가하여 연간 대략 170만 ha에 달하였다.
산림분야는 1970년 초 원유 다음으로 2번째로 가장 큰 외화벌이 산업
이었다. 인도네시아는 1960년 말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보다 큰 전 세계
주요 원목 생산국가로 떠올랐으며 21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전
세계 원목시장 점유율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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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기 위해 원목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수출금지 정책으로 정부
는 1983년에서 1997년 사이 500억 달러의 외환수익을 거두었다. 합
판 산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펄프와 제지
산업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정부는 산업 조림지
개발을 증진해야 한다.
1980년대 말, 정부는 150만 ha의 조림지를 2000년에는 440만에서
600만 ha에 달하는 조림지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8년까지
조성된 조림지는 240만 ha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실패 원인은 1997년
경제위기와 뒤이은 커뮤니티와 조림 기업 간의 토지 분쟁 등이었다. 토지
분쟁은 산림 관습권 문제, 자치권 및 여러 지역에서 목격된 천연자원 관
리의 지방분권화 등으로 인해 야기되었다(Hidayat Herman, 2008).
1998년 5월 21일 수하르토(Suharto)가 물러난 뒤, 인도네시아는 경제
통화위기 이후의 새로운 후 질서 세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정치 체계
역시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
분야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벌채 허가권 소지자와 일반 대중 사
이의 갈등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다.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 서
부 칼리만탄(Kalimantan), 중부 칼리만탄(Kalimanta), 잠비(Jambi)
그리고 리아우(Riau) 등에서는 산림 벌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한
편, 산림부는 또한 산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몇몇 산림 벌채 운영
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많은 산림 벌채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신 질서의
시대들어 산림전용 수치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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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확대이다 (Awang San Afri, 2006. 지식 산림벌채 사회학: 사회 건
설 및 저항. Yogyakarta: Debut Press).
21세기에 들어선 후 지난 10년 간 산림자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급격히 변하였으며 열대 천연림의 경제적 관점보다 환경측면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세계화의 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 환경 운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열대 산림에 대한 여러 제안들과 비판의 의견들을
표출하였다. 이들은 생산 공정에서 열대 산림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몇몇 제품에 대해 보이콧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NGO 및 현지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훼손 및 조림지 조성을
위한 이탄지 개간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확대하였다. 산림 관리 정책을 시작으로, 산림 이용, 임산물 가공 산업
및 산림 무역 정책 등을 이행하였다.
2016년 중반까지 산림 벌채 체제(IUPHHK-HA)에 따른 천연림은
262명의 허가권 소지자가 관리하는 1,900만 ha에 남아있다. 2016년 천
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의 목표 생산량(연목재생산가
능량)은 860만m3로 설정되어 있다. 산업용 조림지(현 명명은 조림지 생
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TI))로 사용되는 생산림 면적은 286명
의 허가권 소지자 관리하의 1,080만 ha로 생산목표량은 전체 4,080만
m3에 달한다.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바이오에너
지 지원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12,600 에이커 실현) 조림 투자자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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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재 에너지 조림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6년까지의 생산림 사
용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5> 2016년 허가 제도를 통한 생산림 이용
No.

허가권 유형

단위(개수)

면적(ha)

1

천연림 이용 허가권

262

19.055.139

2

산업 조림지 이용 허가권

286

10.805.042

3

생태계 복원 허가권

14

556.336

4

비목재 임산물 이용 허가권

31

301.226

5

혼농임업(Sylvopasture) 허가권

2

616

6

환경서비스 이용 허가권

2

40.080

출처: 환경산림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총국 성과 보고서, 2016년 2분기

3.2 임산물 교역 정책
임산물 교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산림 거버넌스 상황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였다. 1970년대 초 산림자원이 풍부하던 시절,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적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목 수출
을 금지하였다. 부가가치 및 고용 흡수 관점에서 산림산업이 높은 수익
성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교역 정책을 수정하였다. 산림 훼손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불법 벌목이 만연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에 따라 임산물 교역 정책 역시 다시
조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임산물 교역 정책은 4가지 기본 정책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i) 원목 수출 금지, ii) 원자재 등나무(rattan) 수출 금지, iii) 수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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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v) 임산물 수출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a. 원목 수출 금지

정부의 원목 수출 금지 정책은 1980년 5월 처음 적용되었다. 목재
기반의 산업 발전과 연결지어 원목 수출 쿼터를 조정하는 등 수출 금지
정책이 점차적으로 이행되었다.
1985년에는 원목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다. 정책 이행과 함께 정부는
산림 벌채 허가권 소지자들에게 합판을 주 생산품으로 하는 국내 목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정책을 제정하였다.
두 가지 정책은 목재 가공 산업과 산림 벌채권 등을 동일한 지주 기업으로
묶는 수직적 통합을 낳았다. 이러한 원목 수출 금지정책은 i) 가공 목재
수출품으로부터의 외환 수익 개선, ii) 임산물 산업 고용 기회 증대, iii)
지역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원목 수출 금지 정책으로 인해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합판 산업 및
제재목 산업이 육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원목 수출국에서 가장 큰 가공 목재 수출 국가로 탈바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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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m3당 $500~$4,800로 증가시켰다. 높은 원목 수출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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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원목 수출은 국제 시장 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거의 불가능 수준에 이르렀다(Simangunsong과 Nugroho, 2013. 수출
금지 폐지 연구 및 원목 수출세 부과: 인도네시아 식물 산업. 인도네시아
경작 산림협회).
Simangunsong과 Nugroho(2013)에 따르면 1997년 7월 이후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인도네시아의 다차원적 위기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
부는 특히 국세를 증대시키기 위해 경제 정책 등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
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위기 해결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1998년 1월 15일「50 의향서 RI-IMF(letter of intent)」에 서명
토록 하였다. 의향서 내용에 따르면 원목 수출은 최대 40%의 과세로 허용
되며 세율은 2000년 12월 전에 최대 10%, 2003년에는 0%로 감소하게
된다.
원목 수출 정책 이행 후 원목 원자재 공급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목재 가공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자재 목재에
대한 수급 불균형 문제는 목재 산업의 생산과잉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업주들은 또한 불법 원목 수출로 인해 중국이(인도네시아
원목 밀수품 소비국가로 추정됨)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전체 합판
생산비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합판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산림에서의 불법 목재 활동은 경제위기 이후 그
심각도가 더욱 증대되었다. 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동시에 만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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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관행에 따른 결과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산림 훼손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네시아 산림자원에 피해를 가져오고 환경훼손을 낳는 원목 수출
정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1년 10월 8일 산림
부령 No. 1132/ Kpts-II/2001과 통상산업부령 No. 292/ MPP/Kep/
10/2001간의 공동령을 통해 원목 수출을 재금지하였다. 공동령에 따르면
원목 수출 금지 정책은 향후 결정될 시한까지 유효하게 적용될 것임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후 2002년 6월 8일 제 76조 원목 및
우드칩 수출 금지에 대한 정부령 No. 34을 통해 공동령을 더욱 강화하
였다.
원목 수출 제한 정책은 헌법 No. 3 Year 2014를 바탕으로 산업분야에서
긍정적인 호응을 거둬들였다. 법령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목재가공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제31조 및 32조).

이후, 인도네시아 신조림 기업 협회(APHI)는 원목 수출 제한 정책
을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조림지 목재 수출을 해제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원목 가격의 심각한 격차로
인한 것이었다. Simangunsong과 Nugroho(2013)에 따르면 펄프
3

산업 원자재 가격은 국내 시장에서 m 당 $ 30인 반면 국제 시장에서는
$75까지 치솟았다. 지금까지도 원목 목재 수출 허용의 선별적 해제에

조
림
지
사
례
및
임
산
물
시
장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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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자재 등나무(rattan) 수출 금지

등나무(rattan)는 늪지대에서 생장하는 야자과 중 하나로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적도 지역이나 아프리카, 인도, 스리랑카, 히
말라야 산맥, 남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피지에 이르는 서태평양 등
의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열대 식물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등나무 수종이 발견되며 목재 다음으로 주요한 원자재로 꼽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 등나무 생산국가이다.
인도네시아 등나무에는 여러 수종이 있으며 주로 가구 산업에 사용된
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파악된 등나무는 306 개 수종에 달한다.
몇 몇 수종은 산림 내에서 자생하며 몇 몇은 조림을 통해 수확된다.
다양한 등나무 수종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있으며 그중 약 40개 수
종이 가장 유명한 등나무로 꼽히고 있다. 40개 수종 중 원자재로 로
알려진 것들로는 Calamus caesius, Calamus javensis, Calamus

manan, Calamus optimus, Calamus ornatus, Calamus scipionum,
Calamus trachycoleus, Calamus tumidus, Daemonorops robusta 그
리고 Korthalsia rigida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천연 등나무는 Kalimantan(137개 수종), Sumatera(91개
수종), Sulawesi(36개 수종), Java(19개 수종), Irian(48개 수종),
Sumbawa(1개 수종)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수형은 인도네시아에
서 가장 많이 경작되는 수형이기도 하다(Febriyani Safitr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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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교역 및 조합 장관령 No. 492/KP/VII/79를 통해
둥근 등나무 수출을 처음으로 금지한 1979년 이후, 비가공 등나무에 대한
수출규정은 6번이나 개정되었는데 이는 등나무 농장주 업계와 등나무 가
공 산업체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 결과로 보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
도네시아 정부는 등나무 수출 규정 및 등나무 제품에 대한 통상부령
No.35/M-DAG/PER/11/20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나무 와 등나무 제
품(Ex. HS. 1401.20)의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제정하였다:
1) 원자재 등나무란 세척되지 않은(not washed) 또는 훈연(smoke)
또는 유황처리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등나무,
2) 등나무 Asalan(Rattan Asalan), 세척되고 수간이 잘라졌으나 아직
건조되지 않은 등나무
3) Rotan W/S, 세척되어 유황처리된 등나무. 유황 훈연(smoke) 처리
되고, 햇빛에 말려서 벗겨내고 광택처리된 후 다시 건조되나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양과 나무껍질이 남아있는 Rattan asalan의 유형
4) 반제품 등나무(Half-finished Rattan), 결이 고운 등나무, 등나무
중심부 및 껍질 등으로 변환된 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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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등나무 협회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금지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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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공 등나무의 불법 해외 밀수가 발생하여 농장 가격 역시 급 하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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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큰 산업군으로 옮겨감에 따라 산림은 정원으로 전환되며 심지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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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벌목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등나무 서식지의 훼손
이 더욱 악화 되어 등나무 보존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비용은 더욱 비싸
지게 된다. 천연 등나무가 희귀해지면서 자연적으로 합성 등나무가 등장
함에 따라 싼 가격을 바탕으로 한 시장 점유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Nainggolan(2007)에 따른 등나무 산업의 육성이 어려운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인도네시아의 등나무 가공 산업은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및
기타 국가의 등나무 가공 산업만큼 효율적이지 않다.
2) 합성 등나무 대체품의 등장.
3)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데이터(생
산성, 재배 기술 등)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4) 원자재 가격이 너무 낮아 등나무 재배업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5) 원자재 등나무 수출 금지는 등나무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농장주
들이 직종을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 등나무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은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제조산업은
매입업자의 설계에 맞는 주문만을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7) 전후방시장과 정부 간의 시너지 효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등나무 수출 제한 정책은 산업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천연자원
및 국내 등나무 제조산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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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답은 결코 쉽거나 단편 일률적이지 않다. 전방 분야와, 가공산업
그리고 규제가들 사이에서의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독립 연구기관에 의한 포괄적이
면서도 철처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c. 수출세

정부는 국내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천연자원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며
특정 국제 시장에서 수출 원자재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원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수출 원자재에 대한 과세 정
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과세 정책은 관세 대상의 수출품목에 관한
재무부 규정 No. 75/PMK.011/2012, No. 128/PML.011/2013에 명
시되어 있다. 관세에 해당되는 목재 가공품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6> 세관 및 관세 대상 목재 수출품
No.

수출품 유형

1

베니어판

2

포장 박스용 목재 시트(wooden sheet)

관세율(%)
15
2

3

목재 파티클

5

4

우드칩)

5
2

2

5

4면 마감(S4S), 단면적 1,000mm 에서 4,000m 의 제재목

6

4면 마감(S4S), 단면적 4,000 mm2에서 10,000 mm2의
제재목 수종 merbau(Instia spp.)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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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세의 부과는 재무부령에 따라 매달 결정되는 기준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의 경우는 2016년 9월 26일자의 관
세 대상 농산품 및 임산물 기준 수출가 제공에 대한 재무부령 No.
65/M-DAG/PER/9/2016을 따른다. 임산물 관련 가격 참조는 다음 표
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5.7> 관세 대상 임산물수출품 가격참조 (2016년 10월 말까지 유효)
No.

수출참조 가
(US $)

수출품 유형

1

천연림 목재로 만들어진 6mm 두께 이하의 베니어판

800/m3

2

조림지 목재로 만들어진 6mm 두께 이하의 베니어판

400/m3

3

포장 박스용 목재 시트(wooden sheet)

3

목재 파티클

70/ton

4

우드칩

70/m3

5

다음 수종의 경우, 4면 마감(S4S), 단면적 1,000mm2에서 4,000m2의
제재목

500/1,000
pieces

700/m3

1) Meranti(Shorea spp.)

1,000/m3

2) Merbau(Instia spp.)

500/m3

3) Rimba campuran(mixed wood natural forest)
4) Eboni(Dyospiros spp.)

3,500/m3

5) Jati(Tectona grandis)

1,600/m3

6) Pinus(Pinus spp.) & Gmelina(Gmelina arborea)

600/m3

7) Acacia(Acacia spp.)

360/m3

8) Sengon(Albizia spp.)

300/m3

9) Karet(Hevea braisiliensis)

350/m3

10) Balsa(Ochroma pyramidale), Eucaliptus spp. etc.

300/m3
350/m3

11) Sungkai(Peronema canescens)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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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면 마감(4 sides planed, S4S), 단면적 4,000mm 에서 10,000mm 의
제재목 수종 merbau (Instia spp.)

1,20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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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임산물 수출 제한

통상부는 국가 산림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임산물 수출 규칙에 대한 규정 No.89/M-DAG/PER/10/2015 및 No.
25/M-DAG/PER/4/2016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 임산물 수출 제한
2) 임산물 원자재 51개의 경우 2자리 HS Code 44, 47, 49 그리고
49 즉 가공 목제품, 펄프 및 제지 그리고 파생상품 등에 속하기 때
문에 목재 합법 검증청(Timber Legality Verification Agency)
이 발표한 합법(V-LEGAL)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임산물 원자재 중 4가지는 2자리 HS Code 46 및 94 즉 등나무
가공품에 해당되며 합법(V-LEGAL) 문서를 요하지 않는다.
4) 합법(V-LEGAL) 문서는 세관의 관세규정 통지의무와 관련한 추가
문서로 사용된다.
5) 합법(V-LEGAL) 문서는 수출용 목제품이 목재 합법성의 검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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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명시하는 문서이다.
합법(V-LEGAL) 문서는 합버(V-LEGAL) 제품이 정부 규정에 따
른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따르며 합법적으로 수확, 운송, 가공처리 및 시
판되었음을 보증하는 시스템인 목재 합법 검증 시스템(SVLK)을 통과한 최
종 문서이며 수출 목적국에 대해 임산물 합법성을 알리는 표시로 작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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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합법성 및 요건 규정들은 허가권 소지자에 대한 산림 관리 성과
평가 및 목재 합법성 검증, 관리권 등에 관한 환경산림부 규정 No.
P.30/Menlhk/Setjen/PHPL.3/3/2016에 명시되어 있다. 생산림 관리
및 목재 합법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천연생산림 목재이용 허가권(IUPHHK-HA), 조림지 생산림 목재
이용 허가권(IUPHHK-HTI), 생태계 복원 목재이용 허가권
(IUPHHK-RE) 허가권 소지자와 관리 허가권 소유주(Java 내 영
림공사)는 반드시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인증서 또는 최소 목재
합법성 인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S-PHPL) 소유 시, (S-LK)가
요구된다).
2) 목재 이용 허가권 소지자, 산업 사업 면허증(IUI) 소지자 및 산업용
임산물 마케팅 회사, 가내 수공업자 및 산림 소유주(pemilik
hutan)는 반드시 (S-LK)를 소지해야 한다.
3) 국내 인가 위원회(KAN)의 인가를 획득하고 환경산림부가 지정한
목재 합법 검증 기관(LVLK)이 발행한 (S-LK)를 소지한다.
4) 임산물 수출 기업은 수출 문서에 합법(V-LEGAL) 문서를 반드
시 제출해야 한다.
5) 시민사회단체 (NGO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S-PHPL, S-LK
및 합법(V-LEGAL)문서의 인가, 평가 및 작성과 관련한 공공 서
비스 감독을 위해 독립적 모니터링을 통해(PI) 목재 합법 검증 시
스템(SVLK)를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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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산림부 내 목재 합법 정보과가 온라인 목재 합법 정보 시스템
(SILK)을 통해 운영하는 목재 합법 정보 관리제
목재 합법 검증 시스템(SVLK)은 다음의 5가지로 구성된다.
1) 정부: 규제가로서 통상부 및 환경산림부를 칭한다
2) LPPHPL 및 목재합법검증기관(LVLK): 산림 관리 및 목재 합법성
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는 관리과 검증 독립 기관
3) 국가 인가 위원회(KAN):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품 및 관리 표준을
바탕으로 LPPHPL 및 목재합법검증기관(LVLK) 인가를 담당하는
기관
4) 관리과: 정부가 지정한 산림 생산 관리 규정, 목재 합법성 또는 교역
등을 바탕으로 산림 이용 혹은 목재 가공 산업 등을 담당하는 사업과
5) 독립적 감시자: 목재 합법 검증 시스템(SVLK)와 관련한 공공서비스
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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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의 산림 관리 성과
평가(PHPL) 및 목재 합법성 검증(VLK)에 대한 No. P.14/PHPL/SET/
4/2016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재 합법 검증 시스템(SVLK)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사
례
및
임
산
물
시
장

1)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의 기준 및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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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 합법 검증(VLK)의 기준 및 성과지표
3) 원자재 합법성 검증 이행
4)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및 목재 합법 검증(VLK) 평가에서의 평가
회원 및 감사인 요건
5)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평가 이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6) 목재 합법 검증(VLK) 평가 이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7)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독립 모니터링 절차
8)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목재 합법 검증(VLK)이행에서의 항소 및 이의제기
신청 및 조정
9) 합법(V-LEGAL) 서명 사용을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10) 합법(V-LEGAL) 문서 준비 가이드라인
11) 합법(V-LEGAL)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2000년 초 이후 임산물 교역 트렌드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지금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점차 환경훼손, 산림 훼손, 인권,
불법 벌목,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관심을 옮겨 가고 있다. 이러한 이슈
들은 글로벌 임산물 교역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지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벌목행위가 증가하면
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점차 산림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수정하고 있다.
산림관리체계와 임산물 교역 체계를 개선하여 임산물 합법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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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산업용 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8년 5월 22일 목재 및 목제품을 포함하여 불법 출처에
서 온 약초(허브) 제품 및 식물의 교역을 금지하는 신규 법안을 통과시켰
다. 이는 지난 100년간 시행되어온 Lacey 법 – 처음 법안을 지지한 의원
의 이름을 따서 명명-의 수정안이다. 그동안 Lacey 법은 야생동물 관련
범죄 집행 관점에서 여러 미국 기관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해온 도구
중 하나이지만 불법 벌목과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서는 처음 활용된 것이
다. Lacey 법은 식물 및 약초(허브) 제품에 대한 국제 교역의 선례로 작
용하였다. 즉 타국의 천연자원 관리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원자재
교역 기업들에게 모범사례로 작용하는 것이다. 호주 역시 불법 벌목을
차단하고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만을 거래하며 불법적으로 생산된 목
재 및 목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벌목된 목재 원자재를 원칙
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하였다. 임산물 수입업자는
2014년 11월 30일 부터 목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통합적 평가
를 이행해야 한다.
EU목재규정(EUTR)은 2013년 3월 이후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게
목재 수출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제한 규정은 유럽연합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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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벌목되어 유럽연합 시장에서 판매되는 목재 및 특정 임산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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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심지어는 가공 국가를 거쳐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임산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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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불법 수확 및 교역에 해당되는
목재 수입품 및 목제품 등에 수출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관련 이해관계자(정부, 기업가, NGO, 대학, 연구기관 및 기타)에 의해
2003년부터 시작된 목재 합법 검증 시스템(SVLK)을 통해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이행해오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이행을 실시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자발적 파트너십 협약
(FLEGT-VPA 협약) –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을 통해 2007년부
터 영국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과 협력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산림관리 및 거래 행동계획(FLEGT)를 통해 유럽연합 시
장에서의 불법목재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였다. 유럽연합
은 합법적인 목제품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하
여금 인도네시아와 같은 목재 생산국과 자발적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영국 역시 인도네시아가 자발적 파트너십 협약VPA 협상 요
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수립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5년간 4천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노력을 펼치고 있
다. 이러한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
여 인도네시아가 국내에서 목재 합법성 보안 체계를 설계, 수립 및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인도네시아는 영국의 지원 아래 거의 15,000명
에 달하는 목재 행정 관리청장, 산림관리 기술자 산림관리과 직원 및 마
을 장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천만 ha 이상의 산림과
1,700개 이상의 산림 산업의 합법성을 감사하기 위하여 목재 합법성 보
험 체계를 고안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가구 수공업체와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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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인들이 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Rp 70억 지원을 통해 1,200개 영
세, 중소 기업들이 목재 합법 증명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
지 인도네시아 중소 가구 수출업자들의 93%가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이
는 영세 및 중소업체들 역시 합법적 제품을 중요시 하는 국제 시장에 제
품을 수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02년 인도네시아 목재 중 20% 만이
합법적 목제품으로 인정된 반면 현재 인도네시아 목재 수출품 중 90%
이상이 산림 관리를 거쳐 목재 합법성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거친 제품
이다. 독립적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
다. 불법 벌목을 신고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증 절차 등을 신고
하는 등 목재 합법 검증 시스템(SVLK) 시스템의 정보 제공자 역할을 수
행하였다. 유럽연합으로의 가구 수출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불법 벌
목현상도 감소하였으며 산림분야에서의 정부 세수 역시 증가하였다. 산
림관리 및 거래 행동계획(FLEGT)를 보유한 제품은 자동적으로 유럽연
합 목재규정(EUTR)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유럼연합 목재규정(EUTR)
이란 불법적으로 수확한 목재 및 목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수입 체제이다. 합법(V-LEGAL) 문서가 산림관리 및 거
래 행동계획(FLEGT) 허가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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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럽연합 시장진출 심사가 단순화 되게 된다. 이를 통해 기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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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고용 창출의 기회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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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지 커뮤니티 수입 증대 및 지역 경제 성장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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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된다(2016년 4월 22일, Anonimous, 허가권 관련 FLEGT 신세
계, silk,dephut.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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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임산물 수출관련 온라인 목재 합법
정보 시스템(SILK) 공식 데이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8> 2014~2016년 상품 유형에 기반한 임산물 수출품 값

No

2014
2015
2016 to 27 Oct
HS Code
V-Legal
US
$
V-Legal
US
$
V-Legal
US $
(2자리수)
(sheets) (x 1000) (sheets) (x 1000) (sheets) (x 1000)

목제품

1 판넬(판넬)

44

47,945 2,784,275

49,988 2,752,371

42,431 2,168,976

2 목공(Wood Working)

44

24,556

803,341

23,961

21,112

3 제지

48

21,555

980,147

60,442 3,162,937

51,332 2,567,939

788,114

656,194

4 가구

94

8,355

124,628

82,094 1,123,324

50,572 1,482,298

5 펄프

47

3,581 1,718,772

3,400 1,777,902

2,993 1,300,272

전체

105,992 6,411,163 219,885 9,604,648 168,440 8,175,679

출처: 환경부 온라인 목재 합법 정보 시스템(SILK) ; silk.dephut.go.id

<표 5.9> 2014~2016년 임산물(상위 10개 제품) 수출목적국
No

수출 목적국

2014
(US $)

2015
(US $)

Oct. 2016
(US $)

1

중국

1.976.529.000

2.181.168.000

1.623.512.000

2

일본

1.032.722.000

1.361.692.000

1.024.743.000

3

미국

580.925.000

1.098.861.000

639.568.000

4

한국

461.742.000

574.097.000

451.806.000

5

호주

265.156.000

340.096.000

279.529.000

6

대만

299.161.000

295.380.000

240.798.000

7

사우디 아라비아

198.260.000

334.494.000

-

8

인도

147.388.000

287.085.000

292.460.000
-

9

영국

146.337.000

222.293.000

10

독일

141.109.000

-

-

11

말레이시아

-

311.317.000

281.669.000

12

벨기에

-

-

597.272.000

13

네덜란드

-

-

294.389.000

출처: 환경부 온라인 목재 합법 정보 시스템(SILK) ; silk.dephut.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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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합법 검증 시스템(SVLK)를 통한 국내외 사용 목적의 인도네시
아 목재 합법성 인증 체계 실시 이후로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1일
수입 임산물 규칙에 대한 통상부 규정 No. 78/m-dag/per/10/2014 및
No. 7/m-dag/per/1/ 2015 그리고 No. 63/m-dag/per/8/2015을
통해 규정 411 HS 임산물 수입에 있어 수입 목재 및 목재 가공품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관리, 정보 및 수입 임산물 정보는 온라인
목재 합법 정보 시스템(SILK)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다. 그 후 인도네시
아는 목재 합법 인증 시스템을 국산품 및 수입품에 100%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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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

1. 인도네시아 산림자원개발 역사
인도네시아 조림 개발은 신 질서 시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1984년에서부
터 1989년까지 4차 5개년 개발 계획(Pelita) IV이 실시되던 시기였다. 4차
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1999년까지 약 15년 동안 150개의 조림지를
개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는 총 440만 ha 면적에 달하며 평균 연간
293,000 ha를 조림해야 함을 의미했다. 조림지 개발의 경우 속성 수종
에 대한 인공갱신과 더불어 개벌 후 조림을 통하여 생산림 지역에서의
비생산 임지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림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재조림 기금(Reforestration Fund)이라는 명칭의 대출
유인책을 제공하였으며 이주 프로그램(Transmigration program)을
통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노동력 제공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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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지 생산림(HTI) 개발 프로그램은 업계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는
데 조림지 허가권 신청서가 1998년 145개에 달하였으며 그 중 98개의
조림지 면적은 전체 460만 ha에 달하였다. 천연림과 마찬가지로 1998
년 개혁이후 조림지 개발은 여러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조림지 조
성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와는 달리, 조림지는 여전히 개
발 중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림지 면적을 보면 잘 알 수 있
다. 2003년 조림지 허가권은 전체 463만 ha 면적에 달하는 219개 조림
지에 대해 발급되었으며 2014년의 경우 그 수치는 전체 면적 1,053만
ha 면적의 277개 조림지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매년 평균 5십만 ha의 조림지 개발
허가가 증대된 반면 그 이후에는 큰 성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림지 연
간 개발은 신규 조림지 및 재조림 지역을 포함하여 약 33만 ha에 달한
다. 한편 기존 조림지는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수확이며 또 다른 예
상치 못한 원인으로는 화재, 조림지 조성 실패 및 농경지 잠식 등으로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7월 기준, 조림지 면적은 494만 ha로 산업용 조림지 245만
ha, 영림공사(Perum Perhutai) 조림지 249만 ha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산업용 조림지 누적량은 현재까지 245만 ha 즉 전체 조림지 허가
권의 23.2%에 달한다. 주요 원인은 허가권 지역이 임지가 정리된 곳이
아니며 대다수 지역에서 현지 커뮤니티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소유
권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조림이 시작되기 이전에 분쟁해결이 먼저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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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산림자원개발 문제
현재 조림지 신규 허가권 신청서의 경우 감소추세이다. 2016년 상반
기까지 2개 신청서만이 접수되었다. 이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인데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5개의 허가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반면,
환경산림부는 2019년까지 조림지 개발을 위해 200만 ha의 임지 면적을
설정해 놓았다.
조림지에서의 목재 생산 역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조
림지에서의 목재생산량은 85,500만 m3, 전체 목표 생산량의 21%에 달
하였다.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연말 생산량이
4082만 m3에 달할 것이라고 낙관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산림 벌채권 소
유자협회(APHI)는 조림지에서의 목재 생산량이 최대 3,000만 m3정도
로 목표량의 73%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산림 벌채를 통한 생
산량과 합산해도 목재 생산량은 4,000만 m3에 못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조림지의 생산량 감소를 가져온 주 원인은 주로 2015년 후반에서 2016
년 초 산불로 인한 산업용 조림 기업들의 활동 중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탄지 및 천연림에 대한 신규 허가권 발급을 중단
한 정부 정책을 들 수 있다. 더불어, 낮은 국내 목재가격, 대부분 지역에
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해관계자 간 의견충돌도 한 몫 하였다. 사업
보증(business assurance) 체계의 취약성 역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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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불지역에서의 산업용 조림 중단
환경산림부는 토지 및 산불 통제 목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서는 산림기업의 운영 허가권을 이용 중지시키거나 철회하는 정책을 이
행하였다. 리아우(Riau) 주에서는 여러 조림 기업의 경우 법적 절차를
완료할 때 까지 2015년 9월 모든 운영활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2015년
10월,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 서부 칼리만탄(Kalimantan), 잠비
(Jambi) 그리고 남부 수마트라(Sumatra) 내에서 활동 중인 몇몇 조림
기업 역시 사업운영 중단사태를 맞게 되었다. 몇몇 기업은 이러한 정책
에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림지역에서의 산불은 벌채권을 통해 토지
를 의도적으로 연소시키는 조림 기업에 의해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 농업
이나 농장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잠식자 또는 외부 벌채로
인한 불똥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산림 벌채권 소유자협
회는 화재의 경우 조림지 벌채지역이 아닌 외부 지역, 즉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국립공원과 같은 외부에서 감지되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정
책은 산불 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산불이 산림
벌채 지역 또는 조림지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산림 벌채권 소유자협회(APHI) 회원들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다수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행동 변화 등 커뮤니티의
권한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불 없는 마을 프로그램(Fire Free
Village Programme)”은 리아우(Riau)에서 인도네시아 산림 벌채권
소유자협회(APHI) 회원들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
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Riau 주정부, 군정부, 마을 장, 경찰, 군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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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현지 NGO, 기타 커뮤니티 구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
네시아 산림 벌채권 소유자협회(APHI) 회원들은 또한 토지 및 산불을
통제하기 위해 산불 진압을 위한 설비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2.2 이탄지 및 천연림 신규 허가권 발급 정책 금지
인도네시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이와 같은 정책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2년의 기간 동안 1차림 및 이탄지
등 6,4200만 ha에 달하는 산림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라토리움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자발적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인식된다. 이 정책은 2년 연장되어 2015년까
지 이행되었으며 2015년 말 또다시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신규허가권 중단 지역 지도(Indicative Map)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
당 정책은 산림 보존지역, 보호림, 생산림(제한생산림, 영구생산림, 전용
대상림)에 위치한 이탄지 및 천연림, 신규 허가권 중단에 대한 내용을 골
자로 하고 있다.
2.3 국내 시장의 낮은 원목가
또 다른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 원목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림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하락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원목 수출 금지로 인한 결과인데 수출 금지 정책으로 국내 원목 목재 가
격이 하락하였으며 원자재 산업 사용자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었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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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이 생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조림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
게 된다. 현재는 유일하게 가공 목재만이 수출용으로 허용되고 있다. 지
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2015년 8월 가까운
미래에 원목 수출 금지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통상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4 토지 소유권 분쟁(Tenurial Conflict)
소유권 분쟁 역시 조림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
고 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명확한 경계 설정이 선제조건임에
도 불구하고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벌채 지역 경계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조림지역에서의 소유권 분쟁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 중
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벌채 경계의 불확실성이다. 현지 주민들의 소유
권 주장이 대부분이며 또한 입법 및 지역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거래
목적으로 산림 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정치 상황 역시 이러한 분
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벌채 경계의 불확실성은 경계확
정의 긴 과정과 경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현지 주민
들의 토지 소유권 주장은 토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그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국영 산림 내 토착민 이용 산림의 지위에 대한 현지인들
의 잘못된 인식 역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5 사업 보증(Business Assurance)
비즈니스 확실성은 사업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 필수 요건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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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 분야의 경우 비즈니스 확실성은 아직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다.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거버넌스(지배구조) 허가
지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중복 규정 및 중복 권한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지역 문제의 경우 현지 정부가 근거없는 부지 조건
에 따라 허가권을 발급함에 따라 발생되며 허가 지역에서 현지 커뮤니티
들의 토지 점유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중복 규정의 경우 산림 법
No.41 1999와 보호 및 환경관리법 No.32 2009, 산림파괴 예방 및 근
절법 No.19 2013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규정 중복문제로 인해 기업
들은 현장에서 사업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더불
어, 산림지역 잠식 및 불법 벌목 등 벌채법 위반에 대한 비효율적인 법집
행, 공간계획에서 부분별 자아(sectoral ego)와 자치권 자아(autonomy
ego) 수립 등의 권한 중복 등이 존재한다.

3. 인도네시아 산림자원개발을 위한 SWOT 분석
SWOT 분석은 조직 또는 사업 활동에 있어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적 계획 방식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적 방법을 통해 조직 혹은 사업 활동의 발전 전략을
구성하는데 있어 4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조림지 개발과 관련하여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정성적 접근방식을 통한 SWOT 분석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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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전략들을 내용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임업 및 산림 산업이 내부
환경으로 지정된 분야별 연구(sectoral studies)에만 한정되며 외부
환경은 산림분야 및 산림산업 이외의 환경을 다룬다. 내부 요인으로는
강점과 약점이 있으며 기회 및 위협은 외부요인으로 인식된다.
내외부 요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문헌조사, 기업가와의 인터뷰 및
설문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파악된 내부 요인은 4가지인데 즉 i) 원자재
자원, ii) 목재 산업, iii) 제도 그리고 iv) 목제품 시장 및 교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부 요인으로는 i) 사회 문화, ii) 정치 경제, iii) 글로벌 환경
그리고 iv) 기술 등이 있다.
SWOT 분석은 인도네시아 조림지 사업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 이뤄졌으며 해당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3.1 내부 요인
a. 강점은 다음과 같이 인도네시아 조림지 개발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뜻한다.
1) 조림지 개발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독려정책
2) 조림지의 빠른 증가
3) 파종 및 식재 기술의 높은 숙련도로 양질의 조림지 개발 가능
b. 약점이란 다음과 같이 인도네시아 조림지 개발에 있어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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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지는 요인을 의미한다.
1) 최단기간이 5년인 장기간의 조림 사업
2) 조림지 개발에 있어 토지 비옥성 문제
3) 조림지 개발에 많은 자본 소요
4) 낮은 국내 목재 판매가
5)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조림지 개발 임지 확보의 어려움
3.2 외부 요인
a. 기회란 다음과 같이 인도네시아 조림지 개발에 있어 기회로 인식되
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1) 대규모 목제품 시장
2) 양묘 및 조림지 개발에 대한 숙련 노동력 보유
3) 풍부한 유효 임지. 산림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조림지로
할당된 산림 면적은 1,089,255 ha에 달함
b. 위협이란 다음과 같이 인도네시아 조림지 개발에 있어 위협으로 여
겨지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1) 임지잠식 형태의 보안 위협 증대로 인한 토지 분쟁 증대 및 산불
위험 증대
2) 조림지에서의 유해동물 피해. 잠비(Jambi)의 PT. MHP 조림지
는 오랜 기간 동안 어린 아카시아 나무 껍질을 먹는 긴꼬리원숭
이로 인해 아카시아 수목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빈번
한 정부 규정 변화로 인해 조림지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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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가격이 수요자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에서의 수요자독점 관
행(monopsony)으로 인해 판매자의 협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
4) 산림 분야에서의 약한 법집행
5) 낮은 노동생산성
상기와 같이 파악된 내외부 요인을 바탕으로 SWOT 매트릭스를 활용
하여 인도네시아 조림지 개발에서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SWOT 구
성요소를 혼합하여 다음과 같이 조림지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이 탄생하
게 된다.
Wheelen과 Hunger가 수립한 SWOT 매트릭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
성되어 있다. 가로는 내부 요인 분석 요약이며 세로는 외부 요인 분석
요약내용이다. 강점-기회(SO) 전략 칸에서는 기존의 권한을 활용함으
로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약점-기회(WO) 전략에서는 내부
의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점-위협(ST) 전략의 경우 위협을 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점
-위협(ST) 전략은 약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외부 위협을 방지하는 전
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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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내부

기회:
1. 대규모 시장
2. 숙련된 노동력
3. 산림 토지의 높은 가용도

위협:
1. 지역 안전 위협 증대
2. 유행동물(해충)의 조림지 피해
3. 빈번한 정부규정변화

강점:
1. 집약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조림지
1. 인도네시앙 정부 독려정책 1. 수출 지향의 1차 목재
관리
2. 조림지 확대 잠재성
가공 산업 설립
2. 조림수종 다변화
3. 양묘 및 식재기술의 높 2. 집약적 조림지 관리
3. 시장의 변화와 기술에 신속히
은 숙련도
3.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2차 목
목재 가공 산업 육성
재가공산업 육성

약점:
1. 장기 조림지 사업 소득
2. 토지 비옥도 문제
1. 혼농임업을 위한 장기 수종
3. 조림지 개발을 위한 많은
이외에 단기 수확물 개발 1. 조림수종 다변화
자본 소요
2. 현지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 2. 혼농임업을 위한 장기수종 이외
4. 국내 조림목의 낮은 가격
수립
에 단기 수확물 개발
5.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3. 집약적이면서 협력적인
3. 현지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 수립
조림지 개발 임지 확보의
조림지 관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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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인도네시아 공항

A. 국제선 공항
No.

도시

주

공항명

코드

1

Banda Aceh

Aceh

Sultan Iskandar Muda

BTJ

2

Bali

Bali

Ngurah Rai

DPS

3

Semarang

중부 Java

Achmad Yani

SRG

4

Solo

중부 Java

Adisumarmo

SOC

5

Surabaya

중부 Java

Juanda Airport

SUB

6

Palu

중부 Sulawesi

Mutiara

PLW

7

Balikpapan

동부 Kalimantan

Sepinggan

BPN

8

Jakarta

Jakarta

Soekarno - Hatta

CGK

9

Jakarta

Jakarta

Halim Perdanakusuma

HLP

10

Manado

북부 Sulawesi

Sam Ratulangi

MDC

11

Medan

북부 Sumatera

Poliana

MES

12

Pekanbaru

Riau

Sultan Syarif Kasim II

PKU

13

Batam

Riau

Hang Nadim

BTH

14

Tanjung Pinang

Riau

Raja Haji Fisabilillah/Kijang

TNJ

15

Banjarmasin

남부 Kalimantan

Syamsuddin Noor

BDJ

16

Makassar

남부 Sulawesi

Hasanuddin

UPG

17

Palembang

남부 Sumatera

Mahmud Badaruddin II

PLM

18

Bandung

서부 Java

Husein Sastranegara

BDO

19

Pontianak

서부 Kalimantan

Supadio Airport

PNK

20

Mataram

서부 Nusa Tenggara

Selaparang

AMI

21

Padang

서부 Sumatera

Minangkabau

PDG

22

Yogyakarta

Yogyakarta

Adi Sucipto Airport

J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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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내선 공항
No.

도시

1

Samarinda

2

Kerinci

3
4

주

공항명

코드

Temindung

SRI

Aceh

Depati Parbo

KRC

Lhokseumawe

Aceh

Malikus Saleh

LSW

Lhoksukon

Aceh

Landeng Lhuksukon

LSX

5

Tapaktuan

Aceh

Teuku Cut Ali

TPK

6

Tanjung Pandan

Bangka-Belitung

H. A. S. Hanandjoeddin

TJQ

7

Pangkal pinang

Bangka Belitung

Depati Amir

PGK

8

Bengkulu

Bengkulu

Fatmawati Soekarno

BKS

9

Cilacap

중부 Java

Tunggul Wulung

CXP

10

Malang

동부 Java

Abdul Rachman Saleh

MLG

11

Sumenep

동부 Java

Trunojoyo

SUP

12

Palangkaraya

중부 Kalimantan

Tjilik Riwut

PKY

13

Sampit

중부 Kalimantan

H. Asan

SMQ

14

Pangkalanbuun

중부 Kalimantan

Iskandar

PKN

15

Kotabaru

중부 Kalimantan

Stagen

KBU

16

Sintang

서부 Kalimantan

Susilo

SQG

17

Putussibau

서부 Kalimantan

Pangsuma

PSU

18

Tarakan

동부 Kalimantan

Juwata

TRK

19

Santan

동부 Kalimantan

Tanjung Santan

TSX

20

Poso

중부 Sulawesi

Kasiguncu

PSJ

21

Kendari

남동부 Sulawesi

Wolter Wonginsindi

KDI

22

Ende

동부 Nusa Tenggara

H. Hasan Aroeboesman

ENE

23

Kupang

동부 Nusa Tenggara

El-Tari

KOE

24

Labuan Bajo

동부 Nusa Tenggara

Komodo

LBJ

25

Larantuka

동부 Nusa Tenggara

Dewayangtana

LKA

26

Lewoleba

동부 Nusa Tenggara

Wunopito

LWE

27

Maumere

동부 Nusa Tenggara

Wai Oti

MOF

28

Ruteng

동부 Nusa Tenggara

Frans Sales lega

RTG

29

Sabu Raijua

동부 Nusa Tenggara

Terdamu

SAU

30

Sumbawa Besar

동부 Nusa Tenggara

Brangbiji

SWQ

31

Tambolaka

동부 Nusa Tenggara

Tambaloka

T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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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시

32

Waingapu

33
34
35
36
37

주

공항명

코드

동부 Nusa Tenggara

Mau Hau

WGP

Rote

동부 Nusa Tenggara

Lekunik

RTI

Tumbang Sumba

동부 Nusa Tenggara

Tumbang Samba

TBM

Atambua

서부 Nusa Tenggara

Haliwen

ABU

Kalabahi

서부 Nusa Tenggara

Mali

ARD

Bajawa

서부 Nusa Tenggara

Padamelda

BJW

38

Bima

서부 Nusa tenggara

Muhammad Salahuddin

BMU

39

Gorontalo

Gorontalo

Jalaluddin

GTO

40

Jambi

Jambi

Sultan Thaha Syaifuddin

DJB

41

Bandar Lampung

Lampung

Radin Inten II

TKG

42

Ternate

Maluku

Sultan Babullah

TTE

43

Ambon

Maluku

Pattimura

AMQ

44

남부 Tapanuli

북부 Sumatera

Aek Godang

AEG

45

Gunung Sitoli

북부 Sumatera

Binaka

GNS

46

중부 Tapanuli

북부 Sumatera

Pinang Sori

SBQ

47

Singkep

북부 Sumatera

Dabo

SIQ

48

Toba Regency

북부 Sumatera

Sibisa

SIW

49

북부 Tapanuli

북부 Sumatera

Silangit

DTB

50

Singkil

북부 Sumatera

Syeikh Hamzah Fansury

SKL

51

Timika

Papua

Moses Kilangin

TIM

52

Enarotali

Papua

Enarotali

EWI

53

Jayapura

Papua

Sentani

DJJ

54

Merauke

Papua

Mopah

MKQ

55

Kaimana

Papua

Kaimana

KNG

56

Manokwari

서부 Papua

Rendani

MKW

57

Sorong

서부 Papua

Jeffman

SOQ

58

Wamena

서부 Papua

Lembah Ballem

WMX

59

Biak

서부 Papua

Frans Kaisiepo

BIK

60

Dumai

Riau

Pinang Kampai

DUM

61

Rengat

Riau

Japura

RGT

62

Bengkalis

Riau

Sei Pakning

SEQ

63

Natuna

Riau

Natuna Ranai

NTX

276

별첨

[별첨 2]

인도네시아 항구
C. 국제선 항구
No.

도시

주
Aceh

공항명

1

Banda Aceh

Krueng Geukueh

2

Tapaktuan

Aceh

Yoseph Iskandar

3

Denpasar

Bali

Benoa

4

Bangka-belitung

Bangka-belitung

Pangkal Balam

5

Bangka-belitung

Bangka-belitung

Tanjung Pandan

6

Banten

Banten

Merak

7

Bengkulu

Bengkulu

Bengkulu

8

Semarang

중부 Java

Tanjung Mas

9

Cilacap

중부 Java

Tanjung Intan

10

Pantoloan

중부 Sulawesi

Pantoloan

11

Madura

동부 Java

Batu Guluk

12

Madura

동부 Java

Kalianget

13

Surabaya

동부 Java

Kalimas

14

Madura

동부 Java

Kamal

15

Tulungagung

동부 Java

Surindro Supjarso

16

Surabaya

동부 Java

Ujung

17

Surabaya

동부 Java

Tanjung Perak

18

Banyuwangi

동부 Java

Tanjung Wangi

19

Banyuwangi

동부 Java

Ketapang

20

Balikpapan

동부 Kalimantan

Semayang

21

Samarinda

동부 Kalimantan

TPK Palaram

22

Waingapu

동부 Nusa Tenggara

Lama Waingapu

23

Kupang

동부 Nusa Tenggara

Laut Bolok

24

Belu

동부 Nusa Tenggara

Atapupu

25

북중부 Timor

동부 Nusa Tenggara

Wini

26

Larantuka

동부 Nusa Tenggara

Larant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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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시

주

공항명

27

Maumere

동부 Nusa Tenggara

Lorosae

28

Gorontalo

Gorontalo

Gorontalo

29

북부 Gorontalo

Gorontalo

Anggrek

30

Jakarta

Jakarta

Sunda Kelapa

31

Jakarta

Jakarta

Tanjung Priok

32

Jambi

Jambi

Jambi

33

Muara Sabak

Jambi

Idris Sardi

34

Bintan

Kepulauan Riau

Kijang Sri Bayintan
Marok Tua

35

Lingga

Kepulauan Riau

36

Natuna

Kepulauan Riau

Midai

37

Lingga

Kepulauan Riau

Sei Tenam

38

Lampung

Lampung

Bakauheni

39

Lampung

Lampung

Panjang

40

Banda Naira

Maluku

Banda

41

Ambon

Maluku

Tuhelu

42

Wahai

Maluku

Wahai

43

Waisarisa

Maluku

Waisarisa

44

Saumlaki

Maluku

Saumlaki

45

Nmlea

Maluku

Namlea

46

Amahai

Maluku

Amahai

47

Geser

Maluku

Geser

48

Leksuka

Maluku

Leksula

49

Tula

Maluku

Tula

50

Dobo

Maluku

Dobo

51

Wonreli

Maluku

Wonreli

52

Tarakan

북부 Kalimantan

Malundung

53

Tidore

북부 Maluku

Soa Sio

54

Ternate

북부 Maluku

Ternate

55

Buli

북부 Maluku

Buli

56

Morotai

북부 Maluku

Dar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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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7

도시
Sanana

주
북부 Maluku

공항명
Sanana

58

Tobelo

북부 Maluku

Tobelo

59

Labuha

북부 Maluku

Labuha

60

Gebe

북부 Maluku

Gebe

61

Jailolo

북부 Maluku

Jailolo

62

Tidore

북부 Maluku

Soasio

63

Liwui

북부 Maluku

Laiwui

64

Bitung

북부 Sulawesi

Bitung

65

Medan

북부 Sumatera

Belawan

66

Tanjung Balai

북부 Sumatera

Tanjung Balai

67

Jayapura

Papua

Jayapura

68

Biak

Papua

Biak

69

Merauke

Papua

Merauke

70

Nabire

Papua

Nabire

71

Agats

Papua

Agats

72

Pomako

Papua

Pomako

73

Amahi

Papua

Amahi

74

Lingga

Riau

ASDP Desa Jagoh

75

Tanjung Pinang

Riau

ASDP Dompak

76

Karimun

Riau

ASDP Parit Rempak

77

Bintan

Riau

ASDP Tanjung Uban

78

Batam

Riau

ASDP Telaga Punggur

79

Lingga

Riau

Bakong

80

Batam

Riau

Batam Centre

81

Batam

Riau

Batu Ampar

82

Bintan

Riau

Bulang Linggi

83

Lingga

Riau

Dabo Singkep

84

Batam

Riau

Harbour Bay

85

Kepulauan Anambas

Riau

Letung Jemaja

86

Batam

Riau

No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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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시

주
Riau

공항명

87

Lingga

Pancur

88

Natuna

Riau

Penagih

89

Lingga

Riau

Penuba

90

Natuna

Riau

Pulau Laut

91

Natuna

Riau

Pulau Subi

92

Lingga

Riau

Senayang

93

Batam

Riau

Sekupang

94

Batam

Riau

Sijantung

95

Batam

Riau

Sri Bintan Pura

96

Tanjung Pinang

Riau

Sri Payung

97

Dumai

Riau

Sungai Pakning

98

Lingga

Riau

Sungai Buluh

99

Kepulauan Anambas

Riau

Sunggak

100

Karimun

Riau

Tanjung Balai Karimun

101

Lingga

Riau

Tanjung Buton

102

Natuna

Riau

Tanjung Setelung Serasan

103

Kepulauan Anambas

Riau

Tarempa

104

Batam

Riau

Telaga Punggur

105

Satui

남부 Kalimantan

Batu Licin

106

Banjarmasin

남부 Kalimantan

Trisakti

107

Batu Licin

남부 Kalimantan

Samudera

108

Makassar

남부 Sulawesi

Sultan hasanuddin

109

Palopo

남부 Sulawesi

Tanjung Ringgit

110

Palopo

남부 Sulawesi

Belopa

111

동부 Lawu

남부 Sulawesi

Malili

112

Pare-pare

남부 Sulawesi

Pare-pare

113

Barru

남부 Sulawesi

Garongkong

114

Makassar

남부 Sulawesi

Paotere

115

Selayar

남부 Sulawesi

Pamatata

116

Watampone

남부 Sulawesi

Bajo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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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7

도시

주

공항명

Palembang

남부 Sumatera

Tanjung Api-Api

118

Kendari

남동부 Sulawesi

Kendari

119

Buton

남동부 Sulawesi

Buton

120

Cirebon

서부 Java

Cirebon

121

Subang

서부 Java

Pertiwi

122

Garut

서부 Java

Pramuka

123

Pontianak

서부 Kalimantan

Dwikora

124

서부 Lombok

서부 Nusa Tenggara

Lembar

125

동부 Lombok

서부 Nusa Tenggara

ASDP Kayangan

126

동부 Lombok

서부 Nusa Tenggara

Labuhan Lombok

127

동부 Lombok

서부 Nusa Tenggara

Labuhan Haji

128

동부 Lombok

서부 Nusa Tenggara

Tanjung Luar

129

북부 Lombok

서부 Nusa Tenggara

Bangsal Pemenang

130

Sorong

서부 Papua

Sorong

131

Manokwari

서부 Papua

Manokwari

132

Fak-fak

서부 Papua

Fak-fak

133

Kaimana

서부 Papua

Kaimana

134

Bintuni

서부 Papua

Bintuni

135

Taminabuan

서부 Papua

Taminabuan

136

Wasior

서부 Papua

Wasior

137

Polewali

서부 Sulawesi

Silopo Polewali

138

Padang

서부 Sumatera

Muara

139

Padang

서부 Sumatera

Teluk Bay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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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산림 및 토지 복구에 적합한 인도네시아 현지 우수 수종 목록
NO

보통명

학명

과(FAMILY)

1

Agatis

Agathis labillardierii Warb.

Araucariaceae

2

Akasia

Acacia oraria F.Muell.

Leguminosae

3

Ampupu

Eucalyptus urophylla S.T. Blake

Myrtaceae

4

Angsana/
Sonokembang

Pterocarpus indicus Willd.

Leguminosae

5

Asam

Tamarindus indica L.

Fabaceae

6

Bakau

Rhizophora spp.

Rhizophoraceae

7

Bambang lanang Michelia velutina Blume

8

Bayur

Pterospermum celebicum Miq.

Sterculiaceae

9

Bayur

Pterospermum diversifolium Blume

Sterculiaceae

10

Bayur

Pterospermum javanicum Jungh.

Sterculiaceae

11

Bentawas

Wrightia pubescens R.Br.

Apocynaceae

12

Benuang

Octomeles sumatrana Miq.

Datiscaceae

13

Benuang

Terminalia nudiflora R.Br.

Combretaceae

14

Benuang laki/
Rajumas

Duabanga moluccana Blume

Lythraceae

Magnoliaceae

15

Bintangur

Callophyllum soulattri Burm.f.

Callophyllaceae

16

Biti

Vitex cofassus Reinw.ex Blume

Verbenaceae

17

Buah hitam

Haplolobus floribundus (K.Schum.)H.J.Lam.

Burseraceae

18

Buah merah

Pandanus conoideus Lamk.

Pandanaceae

19

Bungur

Lagerstroemia speciosa (L) Pers.

Lythraceae

20

Cantigi

Dodonaea viscosa (L) Jacq.

Sapindaceae

21

Cemara

Casuarina montana Leschen ex Miq.

Casuarinaceae

22

Cemara

Gymnostoma sumatranum (Jungh ex de Vries)
L.A.S. Johnston

Casuarinaceae

23

Cemara gunung Gymnostoma papuanum (S.More) L.A.S.Johnson

24

Cemara pap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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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uacedrus papuana (F.Mueller) H.L.Li

Casuarinaceae
Casuarin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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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보통명

학명

과(FAMILY)

26

Dysoxylum densiflorum (Blume) Miq.
Cempaka kuning Agathis dammara (Lamb.)Rich.

27

Cempaka putih

Michelia alba DC.

Magnoliaceae

28

Cempedak
durian

Artocarpus cempeden Spreng.

Moraceae

29

Cendana

Santalum album L.

30

Cendana papua Vavaea papuana F.M.Balley

25

Cempaga/Garu

Meliaceae
Magnoliaceae

Santalaceae
Meliaceae

31

Cengal

Hopea sangal Korth.

Dipterocarpaceae

32

Damar

Araucariaceae

33

Damar laki-laki

Agathis damara (Lamb.) Rich.
Araucaria cunninghamii Aiton ex D.Don

34

Damar mata
kucing

Shorea javanica Koord. & Valeton

Dipterocarpaceae

35

Dao

Dracontomelon dao (Blanco) Merr & Rolfe

Anacardiaceae

36

Durian

Bombacaceae
Ebenaceae

Araucariaceae

37

Eboni

Durio zibethinus Murr.
Diospyros lolin Bakh.

38

Eboni/Klicung

Diospyros malabarica (Desr.)Kostel.

Ebenaceae

39

Ekaliptus

Myrtaceae

40

Ekaliptus

Eucalyptus degl UPT a Blume
Eucalyptus pellita F.Muell.

Myrtaceae

41

Elaeocarpus

Elaeocarpus angustifolius Blume

Elaeocarpaceae

42

Gaharu

43

Gaharu

Aquilaria filaria (Oken) Merr.
Aquilaria mallacensis Lamk.

Thymelaeaceae

Thymelaeaceae

44

Gaharu

Gyrinops versteegii (Gilg) Domke

Thymelaeaceae

45

Gambir

46

Gelam

Uncaria gambir (Hunter) Roxb.
Melaleuca cajuputi Powell

Myrtaceae

47

Geronggang

Cratoxylum sumatranum (Jack)Blume

Hypericaceae
Dipterocarpaceae

Rubiaceae

48

Gia

49

Giam

Homalium foetidum (Roxb.) Benth
Cotylelobium spp.

50

Intaran/Mimba

Azadirachta indica A.Juss.

Meliaceae

51

Jabon

Anthocephalus chinensis (Lamk.)A.Ric.ex Walp.
Anacardium occidentale L.

Rubiaceae

52

Jambu mete

53

Jambu-jambuan Syzygium sp.
/Klokos

54

Jati

Tectona grandis L.f.

Flacourtiaceae

Anacardiaceae
Myrtaceae
Verben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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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명

과(FAMILY)

55

Jelutung rawa

보통명

Dyera costulata (Miq.)Hook.f.

Apocynaceae

56

Johar

Cassia siamea Lamk.

Fabaceae

57

Jongkong

Sterculia foetida L.

Sterculiaceae

58

Kanunuk

Drypetes ovalis (j.J.Sm.ex Koord.&Valeton) Pax
& K.Hoffm.

Euphorbiaceae

59

Kapur

Dryobalanops spp.

Dipterocarpaceae

60

Kayu afrika

Maesopsis eminii Engl.

Rhamnaceae
Winteraceae

61

Kayu akuai

Drymis spp. Winteraceae

62

Kayu cina

Podocarpus papuanus Ridley

Podocarpaceae

63

Kayu cina

Podocarpus rumphii Bl.

Podocarpaceae
Leguminosae

64

Kayu kukuh

Pericopsis mooniana (Thw.)Thw.

65

Kayu manis

Cinnamomum burmannii (Neesn& Th.Nees) Nees ex Lauraceae
Blume

66

Kayu masohi

Cryptocarya massoy (Oken)Kosterm.

Lauraceae

67

Kayu merah

Weinmania fraxinea Sm.ex D.Don

Cunoniaceae

68

Kayu linggua

Pterocarpus indicus Willd.

Leguminosae

69

Kayu putih

Melaleuca cajuputi Powell

Myrtaceae

70

Kayu secang

Xanthostemon novoguineensis Val.

Myrtaceae

71

Kayu sner

Manilkara fasciculata (Warb.) H.J.Lom & Maas Geest Sapotaceae

72

Kayu titi

Gmelina moluccana (Blume)Backer ex K.Heyne

Verbenaceae
Meliaceae

73

Kecapi

Sandoricum koetjape (Burm.f.) Merr.

74

Kemiri

Aleurites moluccana (L.)Willd.

Euphorbiaceae

75

Kempas

Koompassia malaccensis Maing. ex Benth.

Fabaceae

76

Kenanga

Cananga odorata (Lamk.) Hook.f.et Th.

Annonaceae

77

Kenari

Canarium vulgare Leenth.

Burseraceae

78

Kepelan

Manglietia glauca Blume

Magnoliaceae

79

Keruing

Dipterocarpus borneensis Slooten

Dipterocarpaceae

80

Keruing

Dipterocarpus confertus Slooten

Dipterocarpaceae

81

Keruing

Dipterocarpus conformis Slooten

Dipterocarpaceae

82

Keruing

Dipterocarpus costulatus Slooten

Dipterocarpaceae

83

Keruing

Dipterocarpus coriaceus Slooten

Dipterocarp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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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보통명

학명

과(FAMILY)

84

Keruing

Dipterocarpus cornutus Dyer

Dipterocarpaceae

85

Keruing

Dipterocarpus crinitus Dyer

Dipterocarpaceae

86

Keruing

Dipterocarpus gracilis Blume

Dipterocarpaceae

87

Keruing

Dipterocarpus hasseltii Blume

Dipterocarpaceae

88

Keruing

Dipterocarpus kunstleri King

Dipterocarpaceae

89

Keruing

Dipterocarpus lowii Hook.f.

Dipterocarpaceae

90

Keruing

Dipterocarpus retusus Blume

Dipterocarpaceae

91

Keruing gajah

Dipterocarpus grandiflorus Blanco

Dipterocarpaceae

92

Kesambi

Schleichera oleosa (Lour.) Oken

Sapindaceae
Meliaceae

93

Kwanitan

Aglaia odoratisima Blume

94

Laban

Vitex glabrata R.Br.

Verbenaceae

95

Laban

Vitex pubescens Vahl.

Verbenaceae

96

Lontar/Kelapa
hutan
Borassus heineanus Beccari

Arecaceae

97

Mahoni

Swietenia macrophylla King

Meliaceae

98

Majegau

Dysoxylum parasiticum (Obeck) Kosterm.

Meliaceae

99

Matoa

Pometia pinnata Forst.

Sapindaceae

100 Medang

Alseodaphne spp.

Lauraceae

101 Medang

Litsea firma (Blume) Hook.f.

Lauraceae

Menzai, Buah
102 kanis

Carallia brachiata (Lour.) Merr.

Rhizoporaceae

103 Meranti merah

Shorea ovalis (Korth.)Blume

Dipterocarpaceae

104 Meranti merah

Shorea lepidota (Korth.)Blume

Dipterocarpaceae

105 Meranti merah

Shorea pinanga Scheff.

Dipterocarpaceae

106 Meranti putih

Shorea retinodes Slooten

Dipterocarpaceae

107 Meranti tembaha Shorea leprosula Miq.
108 Merawan

Hopea mengerawan Miq.

Dipterocarpaceae
Dipterocarpaceae

Me r b au/ Kay u
109 besi
Intsia bijuga (Colebr.) Kuntze

Fabaceae

Me r b au/ Kay u
Intsia palembanica Miq.
110 besi

Fabaceae

111 Mersawa

Anisoptera costata Korth.

Dipterocarpaceae

285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NO

보통명

학명

과(FAMILY)

112 Mersawa

Anisoptera polyandra Blume

Dipterocarpaceae
Meliaceae

113 Mindi

Melia azedarach L.

114 Nipah

Nipa fruticans Wurmb.

Arecaceae

115 Nyamplung

Callophyllum inophyllum L.

Calophyllaceae

116 Nyatoh

Palaquium spp.

Sapotaceae

117 Pala

Myristica fragrans Houtt.

Myristicaceae

118 Palapi

Heritiera javanica (Blume) Kosterm

Malvaceae

119 Palapi

Heritiera littolaris Aiton

Malvaceae

120 Palapi

Heritiera spp.

Malvaceae

121 Palem belang

Caryota zebrin Hambali & al.

Arecaceae

122 Palem kipas

Livistona spp.

Arecaceae

Hydriastele dransfieldii (Hambali & al.) W.J.Baker &

Areaceae

123 Palem ombrus

Loo
124 Panggal buaya

Zanthoxylum rhetza (Roxb.) DC.

125 Pasang

Castanopsis argentea (Blume) A.DC.

Fagaceae

126 Pasang

Lithocarpus spp.

Fagaceae

127 Pasang

Quercus spp.

Fagaceae

128 Perupuk

Lophopetalum javanicum (Zoll.)Turcz

Celastraceae

129 Pinang

Areca catechu Linn.

Arecaceae

130 Pinang

Areca mandacanii Heatubun

Arecaceae

131 Pinus

Pinus merkusii Jungh. & Vriese ex Vriese

Pinaceae
Apocynaceae

Rutaceae

132 Pulai

Alstonia scholaris (L.) R.Br.

133 Putat

Planchonia valida Blume

Lecythidaceae

134 Ramin

Gonystylus bancanus (Miq.)Kurz

Thymelaeaceae

135 Ramin

Gonystylus forbesii Gillg

Thymelaeaceae

136 Ramin

Gonystylus maingayi Hook.f.

Thymelaeaceae

137 Rengas

Gluta renghas L.

Anacardiaceae

138 Resak

Vatica papuana Dyer

Dipterocarpaceae

139 Sagu

Metroxylon sagu Rottb.

Arecaceae

140 Sawo hutan

Manilkara fasciculata (Warb.) H.J.Lom & Maas Geest Sapot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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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명

학명

141 Sawo kecik

NO

Manilkara kauki (L.) Dubarel

Sapotaceae

과(FAMILY)

142 Samama

Anthocephalus macrophyllus (Kuntze) Havil

Rubiaceae

143 Sengon

Paraserianthes falcataria (L.) I.C.Nielsen

Fabaceae

144 Simpur

Dillenia papuana Martelli

Dilleniaceae

145 Sindur

Sindora javanica (Koord. & Valeton) Backer

Leguminosae

146 Sonokeling

Dalbergia latifolia Roxb.

Leguminosae

147 Suren

Toona sureni (Blume) Merr.

Meliaceae

148 Tanjang

Bruguiera spp.

Rhizophoraceae

149 Tanjung

Mimusops elengi L.

Sapotaceae

150 Tekik

Albizia lebbeck (L.) Benth.

Leguminosae

151 Tembesu

Fragraea elliptica Roxb.

Loganiaceae

152 Tembesu

Fragraea fragrans Roxb.

Loganiaceae

153 Tengkawang

Shorea stenoptera Burck

Dipterocarpaceae

154 Terap

Artocarpus spp.

Moraceae

155 Terentang

Campnosperma auriculatum (Blume) Hook.f.

Anacardiaceae

156 Terentang

Campnosperma coriaceum (Jack) Hallier f.

Anacardiaceae

157 Torem

Manilkara kanosiensis H.J.Lam & B.Meeuse

Sapotaceae

158 Trengguli

Cassia fistula L.

Fabaceae

159 Ulin

Eusideroxylon zwageri T. et B.

Lauraceae

160 Uru

Elmerrellia ovalis (Miq.) Dandy.

Magnoliaceae

161 Waru

Albizia procera (Roxb.) Benth.

Leguminosae

162 Waru

Hibiscus spp.

Malvaceae

163 Waru gunung

Erythrina variegata L.

Legumino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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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산림 및 토지 복구에 적합한 군(Regency)별 인도네시아 현지 우수 수종 목록
NO
주(PROVINCE)
1 Nangroe Aceh
Darussalam

1.
2.
3.
4.
5.
6.
7.

군(REGENCY)
Baro
Meureudu
Sabee Geupu
Teunom Woyla
Merbau
Peusangan
Pasai

8. Jambu Aye
9. Peureulak Tamiang
10. Tripa Batee
11. Kluet
12. Singkil
13. Simeuleu
14. Aceh Tengah
15. Bener Meriah
16. Gayolues

2

북부 Sumatera

1.
2.
3.
4.
5.

Langkat
Deli Serdang
Karo
Simalungun
Asahan

6. Labuan B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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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추천수종
Bintangur, meranti, kemiri
Bintangur, agathis, tembaga, cengal
Keruing, meranti merah, tanjung
Keruing, agathis, benuang, bakau
Meranti tembaga, cengal
Kemiri, keruing, simpur, benuang, laban
Pasang, meranti tembaga, meranti, merah,
melur, benuang
Medang, agathis, cengal, bayur, meranti,
tembaga, pinus
Cengal, tanjang, perupuk, bakau, mersawa,
jabon
Keruing, medang, resak, laban, matoa
Kemiri, kenari, keruing, meranti merah, simpur,
cengal
Cengal, kenanga, geronggang, ramin, kapur,
damar mata kucing, terap, perupuk
Bakau, tanjang, meranti tembaga, keruing,
nyatoh
Kenanga, simpur, suren, damar batu, bintangur,
bayur
Kenanga, simpur, suren, damar batu, bintangur,
bayur
Cempaga, kanunuk, kenanga, simpur, suren,
damar batu, bintangur, bayur
Terap, eboni, melur, suren, meranti, merah,
laban
Laban, nyatoh, bintangur, matoa,terap
Eboni, matoa, cempaga, pinus, jabon
Pulai, gaharu, meranti merah, keruing
Pulai, merbau, eboni, keruing, terentang,
geronggang
Mersawa, merawan, eboni, keruing, ramin,
jabon, tembesu, meranti temb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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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PROVINCE)

군(REGENCY)
7. Pak pak Barat
8. Samosir
9. Tapanuli Utara
10. Tapanuli Tengah
11. Tapanuli Selatan
12.Nias
13. Nias Selatan
14. Mandailing Natal

3

서부 Sumatera

4

Riau

1.
2.
3.
4.
5.
6.

Pasaman
Limapuluh Koto
Agam
Padang Pariaman
Solok
Pesisir Selatan

7.
1.
2.
3.
4.
5.
6.

Kep. Mentawai
Rokan Ilir
Dumai
Rokan Hulu
Bengkalis
Siak
Kampar

7. Pelalawan
8. Singingi
9. Indragiri Hulu

5

Jambi

10. Indragiri Hilir
1. Kerinci
2. Merangin
3. Bungo
4. Tebo
5. Tanjung Jabung Barat

지역 추천수종
Mersawa, geronggang, perupuk, keruing
Keruing, pulai, pinus, terentang
Tembesu, eboni, pinus, keruing, jabon
Kempas, pinus, meranti tembaga, bakau,
tanjang
Tembesu, kempas, meranti tembaga, keruing,
eboni
Bakau, tanjang
Bayur, resak, meranti tembaga
Bakau, meranti tembaga, pinus, tanjang,
merbau, agathis
Terap, matoa, pasang, tanjang, bakau
Terap, kempas, eboni
Keruing, ramin, bintangur, kecapi
Durian, eboni
Kapur, keruing, benuang
Bayur, kapur, eboni, geronggang, ramin,
meranti
Terap, medang, keruing
Meranti merah, jelutung, bakau, nyatoh, ramin
Pulai, geronggang, tembesu, meranti
Keruing, ramin, terentang, jelutung
Meranti merah, benuang, geronggang, keruing
Jelutung, mersawa, meranti, nyatoh, kempas
Meranti merah, geronggang, rengas, kapur,
keruing
Cempaga, dao, kapur, eboni, terentang
Meranti, jelutung, gaharu, kempas, keruing
Pulai, keruing, jelutung, kempas, giam, bakau,
mersawa, kapur
Bakau, nyatoh, geronggang, terentang, ramin
Tembesu, keruing, pulai, nyatoh, suren
Ulin, resak, medang, rengas, jabon
Geronggang, ulin, terap, durian, pulai, nyatoh,
meranti merah
Geronggang, ulin, tembesu, merawan, simpur,
keruing, meranti merah
Bakau, dao, tanjang, kapur, geron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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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PROVINCE)

군(REGENCY)
6. Batang Hari
7. Muaro Jambi

6

남부 Sumatera

8. Sorolangun
9. Tanjung Jabung Timur
1. Musi Banyu Asin

2. Musi Rawas
3. Muara Enim
4. Lahat
5. Ogan Komering Ulu
6. Ogan Komering Ilir
7. Banyuasin
7

Bengkulu

1. Bengkulu Utara
2. Rejang lebong
3. Bengkulu Selatan
4. Mukomuko
5. Lebong
6. Seluna

8

Lampung

7. Kaur
1. Mesuji
2. Tulang Bawang

3. Way Semangka
4. Way Sekam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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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추천수종
terentang
Meranti merah, nyatoh, simpur, suren, tembesu
Jelutung rawa, merawan, meranti, tembaga,
perupuk, pulai, bayur, keruing
Ulin, resak, rengas, medang, jabon, pasang
Nyatoh, bungur, ramin
Tembesu, ramin, mersawa, pulai, jelutung rawa,
benuang, terentang, rengas, terap, nyatoh,
meranti, ulin
Pulai, meranti, laban, medang
Tembesu, jelutung rawa, merawan, bambang
lanang, pulai
Bambang lanang, ulin, merbau, rengas, kapur
Merawan, medang, mersawa, benuang, damar
mata kucing, kempas
Medang, jelutung rawa, rengas, meranti,
tembesu
Dao, rengas, jelutung, kempas, mersawa,
merawan, cengal, meranti, ulin, sungkai, laban
Cempaga,keruing, suren, durian, meranti,
bakau, bayur, bintangur
Jabon, kenari, bintangur, keruing, eboni, pulai,
tembesu
Durian, meranti, terap, keruing, bintangur
Cempaga, keruing, suren, durian, meranti,
bakau, bayur, bintangur, damar, rasak
Jabon, kenari, bintangur, keruing, eboni, pulai,
tembesu
Durian, meranti, terap, keruing, bintangur,
merawan
Durian, meranti, terap, keruing, bintangur
Bakau, tanjang
Tembesu, geronggang, kempas, meranti
merah, pulai, merawan, rengas, kapur, jelurung
rawa
Terap, cempaga, damar mata kucing, meranti
merah, meranti tembaga, durian
Simpur, meranti merah, jati, terap, durian, pulai,
merbau, jabon, keruing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5. Abar Kambas
6. Way Seputih

7. Way Sekampung

8. Way Kanan
9. Lampung Utara
10. Lampung Selatan
11. Bandar Lampung
9

Bangka Belitung

10 Riau

11 DKI Jakarta
12 Banten

13 서부 Java

14 중부 Java

1.
2.
1.
2.
3.

Bangka
Belitung
Karimun
Lingga
Natuna

1.Pandeglang
2.Serang
3.Tangerang
4.Lebak
1. Bekasi
2. Bogor
3. Kerawang
4. Sukabumi
5. Cianjur
6. Bandung
7. Subang
8. Indramayu
9. Sumedang
10. Cirebon
11. Kuningan
12. Ciamis
13. Garut
1. Brebes

지역 추천수종
Medang, simpur
Kenanga, keruing, mersawa, laban, durian,
eboni, kempas, terap, simpur, meranti merah,
geronggang, nyatoh, merbau, kenari
Simpur, keruing, meranti merah, jati, terap,
durian, pulai, merbau, jabon, damar mata
kucing
Tembesu, waru, terap, gaharu, sungkai
Tembesu, waru, terap, gaharu, sungkai
Kenanga, pulai, mersawa, cengal, tembesu,
suren, bayur, laban
Kenanga, pulai, mersawa, cengal, tembesu,
suren, bayur, laban
Nyatoh, simpur, kecapi, kayu kukuh, tembesu
Merawan, nyatoh, jabon, merbau, keruing
Keruing, jelutung rawa, giam, bintangur
Geronggang, tanjang, keruing
Nyatoh, terentang
Mahoni, dao
Pulai, laban, mahoni, kecapi, simpur
Pulai, medang, perupuk, dao
Bungur, sengon, kecapi, suren, jabon
Kecapi, dao
Kenari, mahoni
Jati, mahoni, agathis, pinus
Simpur, waru, terentang
Jati, melur, keruing
Mahoni, sengon, waru, laban
Jati, dao, melur, mahoni, pinus, sengon
Terap, kenari, pinus, terentang, mahoni
Jati, angsana, sengon, kenari
Sengon, jati, angsana, kenari, melur
Bungur, jabon, simpur, dao
Pinus, kenari, terap, mahoni
Pulai, bungur, mahoni, jati, sengon
Dao, cempaga, sengon, pinus, kayu afrika,
simpur, mahoni, jati
Bayur, nan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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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PROVINCE)

군(REGENCY)
2. Cilacap
3. Tegal
4. Banyumas
5. Pemalang
6. Purbalingga
7. Pekalongan
8. Banjarnegara
9. Kebumen
10. Batang
11. Wonosobo
12. Purworejo
13. Temanggung
14. Kendal
15. Temanggung
16. Magelang
17. Kulonprogo
18. Bantul
19. Sleman
20. Gunung Kidul
21. Klaten
22. Boyolali
23. Semarang
24. Demak
25. Sukoharjo
26. Wonogiri
27. Karanganyar
28. Grobogan

15 Yogyakart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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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Java 및 Madura

29. Blora
30. Jepara
31. Pati
32. Rembang
1. Kulonprogo
2. Sleman
3. Bantul
4. Gunung Kidul
1. Pacitan

지역 추천수종
Bayur, kemiri, waru, bakau
Kemiri, mahoni, sengon,t erap, jati
Pasang, sengon, pinus, bungur, waru, mahoni,
perupuk
Suren, jati, sengon, mahoni
Nyatoh, kenari
Jati, pinus
Kenari, mahoni
Dao, kecapi, sengon, waru
Sengon, mahoni, suren, kemiri, jati
Pasang
Jati, sonokeling, bungur
Pasang, suren, benuang
Jati, agathis
Pasang, suren, benuang
Jati, sengon, mahoni
Jati, sengon, kecapi
Pulai, jabon, kemiri
Mahoni, pulai, kemiri, jati
Jati, johar, sengon, mahoni, terap
Sengon
Jati, mahoni, kenanga
Pulai, bungur, durian, mahoni, waru
Waru
Mahoni
Johar
Kenanga
Kenari, suren, mahoni, sengon, jati, terentang,
terap, jabon
Jati, bayur, kenari, sengon, dao
Suren, bungur, angsana, bayur, kecapi
Jati, suren, mahoni, laban, sengon
Tekik, mahoni
Jati, sengon, kecapi
Jati, mahoni, pulai, kemiri
Pulai, jabon, kemiri
Jati, johar, sengon, mahoni, terap
Sindur, jati, angsana, cempaga, mahoni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2. Ponorogo
3. Trenggalek
4. Madiun
5. Ngawi
6. Bojonegoro
7. Tuban
8. Lamongan
9. Nganjuk
10. Kediri
11. Tulungagung
12. Blitar
13. Jombang
14. Gresik
15. Mojokerto
16. Malang
17. Pasuruan
18. Sidoarjo
19. Lumajang
20. Probolinggo
21. Situbondo
22. Bondowoso
23. Banyuwangi
24. Jember
25. Bangkalan
26. Sampang
27. Pamekasan
28. Sumenep
1. Jembrana

17 Bali
2. Buleleng
3. Tabanan
4. Badung
5. Bangli
6. Gianyar

지역 추천수종
Jati, medang
Jati, mahoni, terentang, jabon
Jati, sengon, kecapi, pulai
Jati, bungur, pasang, bayur
Jati, waru, tekik, bungur, jabon
Bungur, suren, cempaka kuning, mahoni, jati
Merbau, bungur, jati, sengon, terap
Bayur, medang, kecapi
Waru, pinus, pasang, jati, bayur
Medang
Jati, benuang, mahoni, sengon, merbau
Sengon, jati
Pulai, mahoni, medang, jati, nyatoh
Tekik, kecapi, sindur, bungur
Benuang laki, keruing, pinus, jati, melur
Kecapi, keruing, sengon, pinus
Mahoni,jati,kenari
Mahoni, kenari, sindur, jati, sengon
Mahoni, pinus, sengon
Bakau, pulai, bungur
Waru, bayur, mahoni, bungur, sengon
Pinus, sengon, cempaga, jati
Jabon, dao, eboni, bungur, bayur
Bakau, jati, mahoni, bintangur, sengon
Jati, tanjang gunung, suren, laban, mahoni
Jati, mahoni, panggal buaya, waru, sonokeling
Kenari, pulai, cempaga, eboni, waru
Keruing, kwanitan, panggal buaya, majegau,
pulai
Cempaka putih, bentawas, bayur, panggal
buaya
Kwanitan, cempaka kuning, panggal, buaya,
mindi, keruing, bayur
Panggal buaya, kepelan, cempaka kuning,
majegau, intaran, kayu pale, keruing
Mindi, kwanitan, sawokecik, panggal buaya,
suren
Kwanitan, keruing, cempaka kuning, maje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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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lungkung
8. Karang Asem &
Nusa Penida

18 서부 Nusa Tenggara

1. Lombok Barat
2. Lombok Tengah
3. Lombok Timur
4. Sumbawa Barat
5. Sumbawa
6. Dompu
7. Bima

19 동부 Nusa Tenggara

1. Sumba
2. Sumba Timur
3. Manggarai Barat
4.
5.
6.
7.

Manggarai
Ngada
Ende
Sikka

8. Flores Timur
9. Lembata
10. Alor
11. Kupang
12. Timor Tengah Sel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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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추천수종
panggal buaya, suren
Panggal buaya, bayur, sawo kecik
Cendana, cempaka kuning, asem, kecapi,
suren, panggal buaya, sawokecik, bayur,
suren, cempaka kuning, intaran
Mahoni, bayur, gaharu, sengon, sonokeling, jati,
cempaga, benuang laki
Sonokeling, gaharu, bayur, benuang laki,
sengon, jati, mahoni
Sonokeling, kesambi, mimba, suren, kayu
manis, jati, mahoni
Jati, cempaga, sonokeling, gaharu, mahoni,
benuang laki, dao, eboni, bayur
Jati, bungur, benuang laki, eboni, cempaga,
klokos, mahoni, sonokeling
Eboni, jati, jabon, mahoni, sonokeling, kemiri,
laban
Jati, mahoni, sonokeling, kesambi, eboni, patat,
kemiri, mindi, sengon, waru gunung, nyatoh,
jabon, kayu manis
Intaran, benuang laki, gaharu, cendana, kenari
Cendana, gaharu, kesambi, johar, intaran, kayu
manis
Kayu manis, benuang laki, kayu merah,
ampupu, gaharu
Gaharu, benuang laki, intaran, asam, ampupu
Akasia, ampupu, intaran, asam
Klokos, eboni, intaran, majegau
Intaran, jambu mete, jongkong, suren, kemiri,
ampupu
Mahoni, kanunuk, akasia, jati, kemiri, kayu
manis, bayur
Benuang laki, ampupu, intaran, bayur, waru
gunung
Ampupu, akasia, kemiri, benuang laki, kayu
merah, cendana, mahoni
Jambu mete, asam, gaharu, jati, mahoni,
cendana, kesambi
Jati, johar, mahoni, asam, jambu mete, cendana

별첨

NO

주(PROVINCE)

20 서부 Kalimantan

군(REGENCY)
13. Belu
14. Rotendao
15. Timor Tengah Utara
1. Sambas
2. Bangkayang
3. Landak
4. Pontianak

5. Sanggau

6. Kapuas Hulu

7. Sintang

8. Ketapang

21 중부 Kalimantan

1. Kota Waringin Barat
2. Kota Waringin Timur

3. Palangkaraya
4. Kapuas
5. Barito Selatan
6. Barito Utara

지역 추천수종
Intaran, kayu merah, cendana, jati, kemiri
Kayu manis, benuang laki, johar, kesambi
Jati, mahoni, cendana
Cengal, mersawa, keruing, kapur, nyatoh,
eboni, giam, kayu putih
Bintangur, laban, kapur, meranti merah, jelutung
rawa
Kapur, nyatoh, keruing, giam, tengkawang,
mersawa, kempas
Kapur, mersawa, keruing, bintangur, giam,
cengal, meranti merah, jelutung rawa, bungur,
matoa, ulin, terentang, nyatoh, eboni, ramin,
kempas, melur, medang
Laban, keruing, mersawa, melur, cengal, matoa,
ramin, eboni, tengkawang, bintangur, simpur,
kapur, nyatoh, meranti merah, dao, terentang,
tembesu, kempas
Mersawa, simpur, keruing, cengal, meranti
merah, nyatoh, mersawa, bintangur, ulin,
tembesu, meranti, kapur
Giam, pulai, jabon, kapur, keruing, cengal,
meranti merah, nyatoh, mersawa, bintangur,
ulin, tembesu, meranti, kapur
Rengas, meranti merah, tembesu, ulin,
tengkawang, simpur, kapur, perupuk, kempas,
cengal, mersawa, bintangur, keruing
Jelutung rawa, bayur, kapur, keruing, benuang
Kempas, terentang, kayu kukuh, resak,
tembesu, keruing, tengkawang, merawan,
ramin, bungur, ulin
Jabon, kempas, keruing, ramin, tengkawang,
terentang, durian, merawan, kemiri
Kapur, keruing, perupuk, ulin, jabon
Kayu putih, resak, nyatoh, meranti, ulin, gaharu,
rengas, keruing
Ulin, keruing, rengas, meranti, jabon, benuang,
melur, tembesu, kemiri, dao, ramin,
tengkawang, terentang, merawan, resak,
kem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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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amandau
8. Sukamara
9. Seruyan
10. Katingan

22 남부 Kalimantan

11. Pulang Pisau
12. Gunung Mas
13. Barito Timur
1. Tabalong
2. Hulu Sungai Utara
3. Hulu Sungai Tengah
4. Hulu Sungai Selatan
5. Tapin
7. Barito Kuala
8. Banjar
9. Kota Baru
10. Pulau Laut

23 동부 Kalimantan

11. Tanah Laut
1. Pasir
2. Kutai Barat

3. Kutai Tengah

4. Kutai Ti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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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추천수종
Jelutung rawa, bayur, kapur,keruing, benuang
Jelutung rawa, bayur, kapur, keruing, benuang
Bangkirai, cengal, jelutung rawa, bayur, kapur,
keruing, benuang
Keruing, bangkirai, cengal, jelutung rawa,
bayur, kapur, keruing, benuang
Keruing, penaga kelakai
Keruing, penaga kelakai
Nyatoh, ulin, keruing
Meranti, tengkawang, gaharu, pulai, ulin
Dao, tengkawang, eboni, pulai, meranti, rengas,
nyatoh, gaharu, keruing
Tengkawang, meranti, pulai, bungur, rengas,
gaharu, jabon, eboni, keruing, durian
Kapur, gaharu, pulai, meranti, benuang, durian,
rengas, jabon, tembesu
Gaharu, mersawa, bayur, waru, meranti
Giam. kayu putih, keruing, tembesu,
tengkawang
Meranti merah, keruing, durian, kapur, ulin,
eboni, ramin
Tembesu, bungur, meranti merah, durian,
bayur, dao, keruing, eboni
Meranti, ulin, keruing, bayur, jabon, kayu
kukuh, matoa
Jabon, ulin, kayu putih, mersawa, kayu kukuh
Kapur, kayu putih, meranti merah, meranti, ulin,
kempas, bintangur, keruing
Durian, nyatoh, ulin, kempas, kapur, cengal,
merawan, tengkawang, benuang laki, meranti
merah, gaharu, simpur, keruing, mersawa,
jabon, benuang, tembesu, matoa, laban, melur
Meranti,kapur,ulin,gaharu,jabon,nyatoh,b
ayur,keruing,kempas,meranti merah, cengal,
laban, merawan, benuang
Matoa,merawan, laban, melur, tembesu,
benuang laki, kempas, jabon, ulin, cengal,
keruing, nyatoh, gaharu, mersawa, meranti
merah, kapur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5. Berau
6. Bulungan
7. Nunukan
8. Malinau

24 북부 Sulawesi

1. Bolaang Mongodow
2. Minahasa

25 중부 Sulawesi

3. Bitung
1. Buol

2. Toli-toli
3. Parigi Moutong
4. Donggala
5. Banggai
6. Tojo Una-una
7. Poso
8. Banggai Kepulauan

26 남부 Selatan

9. Morowali
1. Luwu Timur
2. Luwu Utara
3. Tana Toraja
4. Luwu
5. Enrekang
6. Pinrang
7. Sidenreng Rappang
8. Wajo
9. Sopeng
10. Barru
11. Pangkajene

지역 추천수종
Meranti, simpur, kapur, perupuk, keruing,
nyatoh, gaharu
Meranti, keruing,kapur,jabon, nyatoh,ulin,
benuang laki, terap, bintangur
Tembesu, keruing, merawan, kapur, ulin,
cengal, kempas
Bayur, nyatoh, keruing, merawan, agathis,
johar, meranti, medang, kapur, ulin, gaharu
Tanjang, kecapi, angsana, eboni, damar,
ketapang, perupuk
Angsana, laban, merbau, bintangur, dao, jabon,
damar, kenanga, nyatoh
Bakau
Bakau, kemiri, palapi, dao, bayur,
sonokembang, meranti merah, damar, merbau,
nyatoh
Kayu kukuh, damar, dao, resak, nyatoh, palapi,
uru
Kenanga, eboni, nyatoh
Merbau, uru, medang, nyatoh, kenanga, matoa
Merbau, cempaka, cendana, nyatoh, dao,
eboni, damar, geronggang, bintangur
Laban, bayur, nyatoh, dao
Damar, eboni, kenanga
Damar, bintangur, eboni, dao, nyatoh,
cempaka, cendana, merbau
Damar, eboni, pasang, suren
Damar, laban, ekaliptus
Eboni, uru, palapi
Uru, eboni, cemara
Eboni, nyatoh, damar
Perupuk, agathis
Kemiri, kayu kukuh
Eboni
Kenari, jabon, ketapang
Jati, bintangur
Bakau, ulin jati
Bakau, ta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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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남동부 Sulawesi

28

Gorontalo

29

서부 Sulawesi

30

Maluku

298

군(REGENCY)
12. Maros
13. Bone
14. Gowa
15. Takalar
16. Jeneponto
17. Sinjai
18. Bantaeng
19. Bulukumba
21. Selayar
1. Kolaka Utara
2. Kolaka
3. Konawe

지역 추천수종
Merbau, pasang
Pasang, uru, ebni, tembesu
Biti, melur, damar
Kayu manis
Agathis
Kayu asa
Jabon
Bakau, ulin
Palapi, kenari, laban, dao
Eboni
Nyatoh, pasang, kayu kukuh, tembesu
Jabon, bintangur, kayu asa, pulai, cemara,
benuang
4. Bombana
Kenari, eboni
5. Konawe Selatan
Eboni, resak, laban, sonokembang, jabon
6. Muna
Merbau, bintangur, benuang laki, jati,
benuang, laban
7. Buton
Nyatoh, tembesu
1. Ponuwato
Agathis, perupuk, ketapang, eboni
2. Boalemo
Ekaliptus, palapi, laban
3. Gorontalo
Damar, bintangur, kenanga, laban, eboni
4. Bone Bolango
Dao, nyatoh
1. Mamuju
Tembesu, biti, gaharu
2. Mamasa
Eboni, gaharu, damar, uru, jati
3. Majene
Eboni, damar, uru, jati
4. Polewali
Biti
5. Mamuju Utara
Eboni, benuang laki
1. Buru
Merbau, sonokembang, meranti, kayu titi,
kenari, trengguli, biti
2. Seram bagian Barat
Merbau, kayu putih, kayu loreng, kenari,
samama, biti, kayu titi
3. Maluku Tengah
Biti, merbau, kayu loreng, sonokembang,
kayu titi, pala, kenari
4. Seram bagian Timur
Merbau, bintangur, samama, kenari, matoa,
kayu titi, kayu loreng, sonokembang
5. Maluku Tenggara Barat Eboni, cendana, bintangur, trengguli, pala,
melur, kayu titi, sengon, merbau, biti,
sonokembang, torem
6. Kepulauan Aru
Merbau, matoa, eboni, dammar, mersawa,

별첨

NO

주(PROVINCE)

31 북부 Maluku

군(REGENCY)

1. Maluku Utara

2. Halmahera Tengah
3. Halmahera Selatan

4. Kep.Sula
32 Papua

1. Jayapura
2. Keerom
3. Sarmi
4. Biak-Numfor
5. Supiori
6. Yapen
7. Waropen
8. Nabire

9. Jayawijaya
10.
11.
12.
13.

Pegunungan Bintang
Puncak Jaya
Tolikara
Yahukimo

14. Paniai

지역 추천수종
putat, bintangur, biti, palapi, medang, dao,
resak, cempaga, kayu putih
Merbau, mersawa, tanjang, eboni, matoa,
nyatoh, matoa, eboni, giam, biti, dao, mersawa,
pulai, resah, merbau, cempaga, benuang,
benuang laki, sono kembang
Damar, eboni, cempaga, sonokembang,
agathis, medang
Cempaga, benuang, benuang laki, torem,
resak, mersawa, matoa, biti, sonokembang,
giam
Meranti, tembesu, palapi, kenari, benuang,
medang, pulai, durian,
Kayu soang, matoa, merbau/kayu besi, sagu,
gaharu, kayu masohi, pinang, nyatoh, matoa
Merbau/kayu besi, matoa, sagu, pinang, kayu
linggua, nyatoh
Merbau/kayu besi, matoa, damar, sagu, pinang,
gaharu, kayu masohi, buah merah, pala
Sawo hutan/kayu sner, merbau/kayu besi,
matoa, bintangur
Sawo hutan/kayu sner, merbau, matoa, kayu
linggua
Sawo hutan/kayu sner, merbau/kayu besi,
matoa, kayu ku, damar
Sagu, nipah, bakau, merbau/kayu besi, pinang,
lontar, kayu linggua
Merbau/kayu besi, matoa, gaharu, kayu lebani,
pinang, kayu masohi, bakau, kayu linggua,
sagu
Cemara papua, kayu, damar laki-laki, sengon,
cemara gunung, gaharu, buah merah
Cemara papua, buah merah, cemara gunung
Cemara papua, buah merah, cemara gunung
Cemara papua,buah merah,cemara gunung
Kayu linggua, cemara papua, damar laki-laki,
gaharu, nyatoh
Merbau/kayu besi, matoa, gaharu, buah merah,
kayu ling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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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NO

주(PROVINCE)

군(REGENCY)
15. Mimika

16. Merauke
17. Asmat
18. Mappi
19. Boven Digul
33 서부 Papua

1. Raja Ampat
2. Sorong
3. Manokwari
4. Teluk Bintuni
5. Sorong Selatan
6. Teluk Wondama
7. Fak fak
8. Kaimana

300

지역 추천수종
Merbau/kayu besi, matoa, sagu, gaharu,
pinang, buah merah, nyatoh, nipah, kayu
linggua
Cendana papua, pinang, sagu, merbau/kayu
besi, ekaliptus, gaharu, kayu putih, gambir
Pinang, damar laki-laki, gaharu, sagu, kayu
besi, matoa, gambir
Pinang, cendana papua, matoa, damar
laki-laki, gaharu, gambir
Gaharu, merbau/kayu besi, matoa, cemara
papua, pinang, gambir
Merbau/kayu besi, kayu sner, matoa, pinang,
kayu kukuh
Merbau, matoa, kayu linggua/sonokeling, kayu
kukuh, pinang, gaharu, buah merah
Merbau/kayu besi, matoa, pinang, damar
laki-laki
Merbau/kayu besi, matoa, gaharu, sagu, nipah,
pinang, kayu masohi
Damar, cempedak, merbau/kayu besi, matoa,
pinang, sagu, gaharu
Merbau/kayu besi, matoa, gaharu, kayu
masohi, sagu, pinang, pala
Pala, merbau/kayu besi, matoa, gaharu, kayu
masohi, kayu cina, buah merah
Merbau/kayu besi, matoa, kayu masohi, pala,
pinang, gaharu, buah me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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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r

Kwanitan

Tekik

Kemiri

Pulai

Jambu mete

Mersawa

Agathis labillardierii Warb.

Aglaia odoratissima Blume

Albizia lebbeck (L.) Benth.

Aleurites moluccana (L.)Willd.

Alstonia scholaris R.Br.

Anacardium occidentale L.

Anisoptera costata Korth.

3

4

5

6

7

8

9

Mersawa

Damar

Agathis damara (Lamb.)Rich

2

10 Anisoptera polyandra Bl.

Akasia

보통명

Acacia oraria F.V.M.

학명

1

NO

[별첨 5]

Dipt.

Dipt.

Anac.

Apocyn

Euph.

Legum.

Meliac.

Arauc.

Arauc.

Legum.

(FAMILY)

과
(℃)

토성

1000-2500 20-34 경량– 중량

온도

강수량
(mm/y)

2000-4000 2-0-34 경량-중량

1000-3000 22-32 경량-중간

<1500

<1500

<1000

< 1000

나쁨양호
나쁨양호

1000-1500 22-32 경량-중량

산성중성
산성1000-1500 22-32 경량-중량
중성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배수

양호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중성

pH

중성

4000-5000 22-34 경량-중량

1000-4000 19-33 경량-중량

150-2000 1000-3000 19-32 경량-중량

<2000

< 1500

200-1700 2000-4000 23-34 경량-중량

200-1700 2000-4000 23-34 경량– 중량

<1500

고도(m)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적정 식재 지역 기준

내성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Tolerance)

경량 건설재, 카누, 판재 트레이, 보트

경량 건설재, 카누, 판재, 합판, 보트 바닥재

상자, 성냥상자, 펄프 , 열매 & 식용(종자)

수공예품, 칠판, 성냥, 포장용 상자, 연필

건축재, 수공예품, 상자, 양념용(열매)

판재, 상자, 베니어판, 펄프, 시멘트 판자, 목모, 파티클 보드,
성냥, 나막신, 땔깜용(장작)

경량 건설재, 교량, 가구, 바닥재

조각품, 드럼, 상자, 손잡이, 성냥, 가구, 상자, 합판, 베니어판,
펄프

조각품, 드럼, 상자, 손잡이, 성냥, 가구, 합판, 베니어판, 펄프

가구, 건축재, 숯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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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haru

15 Aquilaria malaccensis Lamk.

4000-1200 >1500

Terap, bendo,
Morac.
nangka, sukun

Intaran/Mimba

Lontar

20 Artocarpus spp.

21 Azadirachta indica A.Juss.

22 Borassus heineanus Becc.
Arec.

Meliac.

400-1200 >1500

Morac.

<750

<1500

1000-1500 22-32 경량-중간

1000-2000 22-32 경량-중간

16-32 중간-중량

16-32 중간-중량

1000-1500 22-32 경량-중량

19 Artocarpus cempeden Spreng. Cempedak

<1400

Arec.

Pinang
manda can

1000-1500 22-32 경량-중간

1000-1500 16-30 중간-중량

건축재, 식용(종자)
합판, 가구재, 경량 건축재
수공예품, 식용(열매), 야자와인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양호
약산성양호
중성
산성중성

양호

산성중성

건축재, 가구, 보트, 로프, 식용(종자)
양호

산성중성

불내성
(intolerant)

양호

산성중성

포장용(잎), 세제용(열매), 색소 및 의약품(종자)

양호

산성중성

불내성
(intolerant)

양호

산성중성

포장용(잎), 세제용(열매), 색소 및 의약품(종자)

경량 건설재, 로프, 향수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경량 건설재, 로프, 향수
'(intolerant)

카누, 판재, 상자, 펄프, 장섬유, 베니어판, 합판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경량 건설재, 상자, 펄프, 장섬유, 베니어판, 합판
건축 자재, 바닥재, 판재, 벽, 베니어판, 가구, 교량, 가정용
소품

불내성
(intolerant)

용도

건설재, 전신주, 조각품, 드럼, 상자, 성냥, 판넬, 가구, 합판,
베니어판, 펄프, 강섬유

나쁨양호

산성중성

내성
(Tolerance)

불내성
(intolerant)

나쁨양호

산성2000-4000 18-28 경량-중량
중성
2000-4000 18-28 경량-중량

양호

양호

산성1500-4000 19-33 경량-중량
중성

산성2000-4000 20-34 경량-중량
중성

배수
양호

pH
산성중성

18 Areca mandacanii Heatubun

<1400

토성

1300-4000 19-33 경량-중량

(℃)

(mm/y)

Arec.

0-2450

< 750

< 750

< 1000

< 2000

<1000

고도(m)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Pinang

Arauc.

Thymel.

Thymel.

Rub.

Legum.

Rub.

(FAMILY)

과

17 Areca catechu Linn.

Damar
Laki-laki

Gaharu

14 Aquilaria filaria (Oken) Merr.

Araucaria cunninghamii Ait ex
D.Don.

Samama

16

Waru

Jabon

보통명

Anthocephalus macrophyllus
13
Hav.

Anthocephalus chinensis
(Lamk.)A.Ric.ex Walp

학명

12 Albizia procera Roxb.

1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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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assuarina montana Lesh.ex
Miq.

Cemara

Johar

33 Cassia siamea Lamk.

Palem Belang

Trengguli

Carryota zebrine Hambali,
Maturb., Heatubun & J.Dransf.

32 Cassia fistula lamk.

31

Tanjang

30 Carallia spp.

Casuar.

Caes.

Caes.

Arec.

Rhiz.

Burs.

Anac.

Kenari

Teren

Campnosperma coriaceum
(Bl.)Hk.f

27

Anac.

29 Canarium vulgare Leenth.

Terentang

Camnosperma auriculatum
(Bl.)Hk.f

26

Gutt.

Annon.

Bintangur

25 Callophyllum soulatri Burm.f

Gutt.

Rhiz.

(FAMILY)

과

28 Cananga odorata Hook.f.et Th. Kenanga

Bintangur

24 Callophyllum inophyllum L.

보통명

Tanjang

학명

23 Bruguiera spp.

NO

1-1400

<600

<600

<1400

<5

< 1000

<1200

0-1000

0-1000

<800

<800

0-5

고도(m)
중량

토성

중량

750-2000

650-1500

650-1500

19-28 경량-중량

13-25 경량-중량

13-25 경량-중량

1000-1500 22-32 경량-중간

1500-2000 18-24

1500-3000 25-30 경량-중량

1500-4000 18-32 경량-중량

4000-5000 22-34 경량-중량

4000-5000 22-34 경량-중량

1500-4000 18-25 경량-중량

1500-4000 18-25 경량-중량

1500-2000 18-24

(℃)

(mm/y)

선박, 전신주, 건축재, 경량 건설재

불내성
(intolerant)

양호

산성중성

양호

양호

산성중성

산성중성

양호

산성중성

전신주, 베니어판, 숯, 관상용, 가구

불내성
(intolerant)

사무용, 관상용, 전신주

가구, 베니어판, 전신주, 숯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수로용 목재, 포장용(나뭇잎), 세제용(열매), 색소(종자)

지팡이, 전신주, 숯

불내성
(intolerant)

산

불내성
(intolerant)

건축재, 가구재, 공구용품

불내성
(intolerant)

산성- 중간 중성 양호
나쁨

지팡이, 경량 건설재

불내성
(intolerant)

중성

양호

상자, 성냥, 펄프, 등

선박, 전신주, 건축재, 경량 건설재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지팡이, 전신주, 숯, 땔감용(장작), 건축재

용도

불내성
(intolerant)

상자, 성냥, 펄프, 등

중간 양호

내성
(Tolerance)

불내성
(intolerant)

중성

중간 양호

양호

산성중성
중성

양호

산성중성

배수
나쁨

pH
산성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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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u manis

Giam

Geronggang

Kayu masohi

37 Cinnamomum burmanii Blume

38 Cotylelobium spp.

39 Cratoxylon celebicum Blume

Cryptocarya massoy (Oken)
Kosterm.

Dipt.

46 Dipterocarpus confertus V.Sl.

Keruing

Dipt.

Eben.

Eben.

Dill.

Legum.

Laur.

Hyper.

Dipt.

Laur.

Fag.

Casuar.

(FAMILY)

과

45 Dipterocarpus borneensis Sloot. Keruing

Eboni

Eboni

43 Diospyros lolin Bakh.

Diospyros malabarica (Desr.)
Kostel.

Simpur

42 Dillenia papuana Mart.

44

Sonokeling

41 Dalbergia latifolia Roxb.

40

Pasang

36 Castanopsis argentea A.DC.

보통명

Cemara

학명

35 Cassuarina sumatrana Miq.

NO

750-2000

토성

19-28 경량-중량

(℃)

(mm/y)
양호

산성중성

<500

< 250

<1700

<1700

<400

0-600

< 1000

20-35

경량

24-33 경량-중량

1500-3500 24-33 경량-중량

내성

선박, 철로 침목, 교량, 건축재
건축재, 전신주, 기와, 판재, 상자, 책상, 보트

불내성
(intolerant)

향신료, 오일

전신주, 판재, 통(barrel), 기와

사무용, 관상용, 전신주, 숯

용도

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Tolerance)

중성

산성중성
양호

양호

반내성
(semi 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semi tolerant)
반내성
(semi tolerant)
반내성
(semi tolerant)
반내성
(semi tolerant)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건축재, 가구

건축재, 가구

성냥, 판넬, 건축재

가구, 수공예품, 전신주, 땔감용(장작), 가축사료

중성경량 건설재, 가구, 인테리어, 판넬, 바닥재, 몰딩, 상자,
양호 Semi tolerant
베니어판, 합판, 의약품, 토닉(tonic)
약알칼리성

양호

양호

양호

산성양호
중성
산성양호
1500-3500 24-33 경량-중량
중성
산성- 중간 650-4000 20-32 경량-중간
중성 양호
산성- 중간 650-4000 20-32 경량-중간
중성 양호

800-2000

600-1000

1000-1500 20-32 경량-중간

100-2100 2000-4000 18-32 경량-중량

양호

배수

pH

산성중성
산성700-1600 2000-4000 18-32 경량-중량
중성
산성<1500
2400
22-34
중간
중성
산성< 1200
1500-4000 18-34 경량-중량
중성

1-1400

고도(m)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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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uing

Keruing

Keruing

Keruing

Keruing

Keruing

Keruing

Keruing

Kayu cantigi

50 Dipterocarpus cornutus Dyer

51 Dipterocarpus crinitus Dyer

52 Dipterocarpus gracilis Blume

Dipterocarpus grandiflorus
Blanco

54 Dipterocarpus hasselltii Blume

55 Dipterocarpus kunstleri K.

56 Dipterocarpus lowii K.

57 Dipterocarpus retursus Blume

58 Dodonaea viscosa Jack

53

Sapind.

Dipt.

Dipt.

Dipt.

Dipt.

Dipt.

Dipt.

Dipt.

Dipt.

Dipt.

Keruing

49 Dipterocarpus coriaceus Sloot.

47
Dipt.

(FAMILY)

과

48 Dipterocarpus consulatus Blume Keruing

보통명

Dipt.

Dipterocarpus conformis
Sloot.ssp.co

학명

Keruing

NO

20-32 경량-중간

토성

1000-4000 20-32 경량-중량

1000-4000 20-32 경량-중량

2500-3000 20-32 경량-중량

2500-3000 20-32 경량-중량

1000-4000 20-32 경량-중량

1000-4000 18-32 경량-중량

1000-4000 18-32 경량-중량

1000-4000 20-32 경량-중량

1000-4000 20-32 경량-중량

650-4000

(℃)

(mm/y)

<1000

1000-1500 25-32 경량-중간

800-1000 1000-4000 20-32 경량-중량

<400

<300

<800

<800

<850

<300

<300

<600

<600

<500

고도(m)

pH

배수

내성
(Tolerance)

용도

산성중성

양호

불내성
(intolerant)

지팡이, 숯, 의약품

산성- 중간 –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보트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보트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보트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보트, 선박, 차량재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보트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보트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보트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보트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보트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산성- 중간 반내성
건축재, 가정용 소품, 멍에(sleepers)
중성 양호 (semi tolerant)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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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ur

62 Dryobalanops spp.

Legum.

Waru

70 Erythrina variegata L.
<2000

< 1400

Magnol.

Uru

<200

69 Elmerillia ovalis Dandy

Cempaga/Garu Meliac.

<200

Tilliaceae <1500

Dysoxylum densiflorum(Blume)
Miq.

Meliac.

0-700

30-2000

<1500

<400

30-3000

< 400

<900

고도(m)

68 Elaeocarpus angustifolius Blume Elaeocarpus

67

66 Dysoxylum cauliostachyum Miq. Majegau

65 Durio zibethinus Murr.
Bombac

Durian

64 Duabanga moluccana Blume

Euph.

Dipt.

Winter.

Apoc.

Anac.

(FAMILY)

과

Benuang Laki/
Sonn.
Rajumas

63 Drypetes ovalis Pax. Et Hoffon Kanunuk

Kayu akuai

61 Drymis spp.

보통명

Jelutung
rawa

Dracontomelon dao (Blanco) Merr
Dao
et .Rol.

학명

60 Dyera costulata (Miq.)Hk.f

59

NO

중간

토성

중간

중간-중량

중성

중간-중량

1000-3000 20-30 경량-중간

1000-4000

1000-3000 22-32 경량-중간

1500-4000 22-28 경량-중간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양호

배수

산성중성

pH

산성2000-4000 27-32
중간
중성
산성<1000
22-32 중간-중량
중성
산성1500-4000 22-28 경량-중간
중성

1000-2000 20-30 경량-중간

1000-3000 20-32

1000-4000

1000-3000 22-31 경량-중량

2000-4000 20-25

(℃)

(mm/y)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내성

경량 건설재, 목공품, 컨테이너, 합판, 베니어판
건축재, 수공예품
컨테이너, 경량 건설재, 성냥, 수공예품, 어망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건축재, 바닥재, 판넬, 가정용 소품, 스포츠용품, 선박
(semi tolerant)

건축재, 바닥재, 판넬, 가구, 가정용 소품,
스포츠용품, 선박

건축재, 보트, 식용(열매)

건축제, 가구, 상자

건축재

건축재, 가구, 가정용 소품

경량 건설재

합판, 상자, 칠판, 연필, 제도용 책상, 나막신, 조각품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semi tolerant)

가구, 보트, 성냥, 베니어판, 경량 건설재. 상자, 가정용 소품,
합판

용도

불내성
(intolerant)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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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400

Myrt.

Ekaliptus

JambuMyrt.
jambuan/Klokos

74 Eugenia spp.

Logan.

Tembesu

Tembesu

Rengas

76 Fragraea elliptica Roxb.

77 Fragraea fragrans Roxb.

78 Gluta renghas L.

Ramin

Thymel.

Thymel.

81 Gonystylus forbesii Gilg.

82 Gonystylus mangiayi Hk.f.

Thymel.

80 Gonystylus bancanus (Miq.) Kurz Ramin

Ramin

Verben.

79 Gmelina moluccana (Bl.)Backer Kayu Titi

Anac.

Logan.

Laur.

75 Eusideroxylon zwageri T. et B. Ulin

< 300

< 300

< 300

< 2000

< 300

< 500

< 500

< 400

<1000

73 Eucalyptus urophylla S.T.Blake

Myrt.

<1000

고도(m)

Ekaliptus

Myrt.

(FAMILY)

과

72 Eucalyptus pellita F.Mull.

보통명

Ekaliptus

학명

71 Eucalyptus degl UPT a Bl.

NO
토성

16-32 경량-중량

경량

1500-4000 20-33 경량-중량

1500-4000 20-33 경량-중량

1500-4000 20-33 경량-중량

1000-4500 18-34 경량-중량

1500-4000 18-32 경량-중량

1500-4000 18-25

1000-3000 22-32 경량-중간

< 1000

1000-3500 22-32 경량-중간

1000-3000 25-32 중간-중량

1000-3000 25-32 중간-중량

1000-3000 25-32 중간-중량

(℃)

(mm/y)

pH

배수

산성양호
중성
산성양호
중성
산성양호
중성
산성양호
중성
산성양호
중성
산성- 양호 –
중성 중간
산성양호
중성
양호 –
산성고임
중성
(정체)
산성양호
중성
산성- 간헐적
중성 고임
산성- 간헐적
중성 고임
산성- 간헐적
중성 고임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내성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Tolerance)

목공품, 합판, 몰딩, 장난감

목공품, 합판, 몰딩, 장난감

창틀, 가구, 합판

경량 건설재, 상자, 가구, 전신주

건축재, 전신주, 교량, 멍에(sleepers), 선박, 가구, 바닥재,
판넬, 베니어판

건설재, 교량, 건축재, 전신주, 바닥재

건설재, 교량, 건축재, 전신주, 바닥재

바닥재, 판재, 조각품, 건축재, 선박, 젓가락

건축재, 가정용 소품

건축재, 목공품

건축재, 목공품

건축재, 목공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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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 2500

Waru

Gia

Merawan

Cengal

Palem ombrus Arec.

Merbau/
Kayu Besi

89 Homalium foetidum Benth

90 Hopea mengarawan Miq.

91 Hopea sangal Korth.

92 Hyriestele dransfieldii

93 Intsia bijuga (Colear.)O.K.
Fabac.

Dipt.

Dipt.

Flacour.

Legum.

< 1000

< 500

50-300

< 1700

< 500

88 Hibiscus spp.

Stercul

< 500

< 900

Palapi

Strecul.

Burser.

87 Herritiera littolaris Aiton

Buah hitam

< 2400

Palapi

Haplolobus floribundus
(K.Sc.)H.J.Lam.

(℃)

(mm/y)

토성

22-32 경량-중간

22-32 경량-중간

1000-4000 29-33 경량-중량

900-1500

1500-4000 20-31 경량-중량

1500-4000 20-31 경량-중량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건축재, 전신주, 바닥재, 판재, 벽, 철로 침목

수공예품, 지팡이
불내성(intolera
건설재, 베니어판, 조각품, 전신주
nt)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전신주, 건축재, 창틀, 목공품
(semi tolerant)

반내성
전신주, 판재, 목공품, 창틀
(semi 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채광용 섬유, 땔감용(장작), 선박, 상자

중간 –
산성- 계절별
1000-3000 22-33 경량-중량
중성 고임
(정체)

건축재, 목공품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건축재, 목공품

용도

불내성
(intolerant)

양호

1500-2000 18-31 경량-중량

건축재, 가정용 소품

반내성
경량 건설재
(semi tolerant)

산성중성

양호

양호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교량, 건축재
(semi tolerant)

양호

중성

산성중성

양호

산성중성

내성
(Tolerance)

중성

1000-2000 25-32 경량-중량

1000-2000 25-32 경량-중량

900-2000

1000-2000 27-34 경량-중간

배수
양호

pH
산성중성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400-1100 1000-2500 22-32 경량-중량

고도(m)

86 Herritiera javanica Bl.

85

83
Thymel.

(FAMILY)

과

84 Gyrinops versteegii (Gilg.) Domke Gaharu

보통명

Casuar.

학명

Gymnostoma papuanum (S.More) Cemara
L.A.S.
Gunu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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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Pasang

Medang

98 Lithocarpus spp.

99 Litse firma Hook.f.

Torem

Sawo kecik

105 Manilkara kauki Dub.

Sawo hutan

104 Manilkara kanosiensis H.J.L.

Manilkara fasciculate
(Warb.)H.J.Lam.

Kepelan

102 Manglietia glauca Blume

103

Kayu afrika

101 Maesopsis eminii Engl.

100

Perupuk

Palem kipas

97 Licuala sp.

Lophopetalum javanicum
(Zoll.)Turcz

Bungur

96 Lagerstroemia speciosa Pers.

95

Kempas

Merbau/
Kayu Besi

보통명

Koompasia malaccensis
Maing ex Benth

94 Intsia palembanica Miq.

NO

< 800

< 600

< 2500

고도(m)

Sapot.

Sapot.

Sapot.

Magnol.

Rhamn.

Celastr.

Laur.

Fag.

<1000

<1000

<1000

< 1500

100-900

< 1500

토성

1000-1500 20-32 경량-중량

1000-1500 20-32 경량-중량

1000-1500 20-32 경량-중량

1000-3500 22-32 경량-중간

1000-2000 18-32 경량-중간

1500-4000 28-33 중간-중량

양호
양호
양호

산성중성
산성중성

양호

산성중성
산성중성

양호

산성중성

양호

산성중성

중간
중간

양호

산성중성

2000-4000 18-32 경량-중간

산성중성

양호

산성중성

1000-4000 23-32 경량-중간

양호

산성1000-1500 18-32 경량-중간
중성

양호

산성중성
나쁨양호

배수

pH

산성중성

2000-4000 22-32 경량-중량

1000-4000 29-33 경량-중량

(℃)

(mm/y)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100-1200 2000-4000 25-30

20-3000

Pandan. 0-2000

Lythr.

Legum.

Fabac.

(FAMILY)

과
내성

건축재, 교량, 선박, 바퀴, 바닥재, 농업용구

판재, 전신주, 카누

건축재, 인테리어, 가구, 땔감용(장작)

건축재, 목공품
건축재, 목공품
건축재, 목공품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경량 건설재

경량 건설재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판넬, 합판, 가구, 목공품
(semi 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로프, 매트리스
(semi tolerant)

건축재, 판넬, 빠레트, 합판, 가구, 바닥재, 땔감용(숯)

불내성
(intolerant)

건설재, 베니어판, 조각품, 전신주

용도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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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600

Mindi

Sagu

Cempaka Putih Magnol.

Cempaka
Kuning

Bambang

Tanjung

Pala

Nipah

Benuang

109 Metroxylon sagu Roxb.

110 Michelia alba DC.

111 Michelia champaca L.

112 Michelia velutina Bl.

113 Mimusops elengi L.

114 Myristica fragrans L.

115 Nipa fructicans Wurmb.

116 Octomeles sumatrana Miq.
Datis.

Arec.

Myrt.

Sapot.

Magnol.

Magnol.

Arec.

Meliac.

< 1000

< 10

< 540

<600

< 1000

< 10

< 1200

<1000

108 Melia azedarach L.

Myrt.

<800

고도(m)

Kayu Putih

Myrt.

(FAMILY)

과

107 Melaleuca leucadendron L.

보통명

Kayu Putih

학명

106 Melaleuca cajuputi Powell

NO

중량

2000-5000 20-34 경량-중량

1000-1500 24-32

3000-5000 20-32 경량-중량

나쁨
양호

산성중성

양호

산성1000-3000 18-33 경량-중량
중성

산성중성

양호

산성중성

2000-4000 18-25 경량-중간

양호

양호

산성중성

중성

양호

2000-5000 20-34 경량-중간

오일(잎), 제지, 베니어판, 합판, 판재, 제재목

오일(잎)

용도

불내성
(intolerant)

가구, 펄프, 합판, 장작, 카누, 상자, 판넬

식용(종자), 식품 포장용(잎)

경량 건설재, 식용(열매)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경량 견설재
교량, 멍에(sleepers), 전신주, 선박, 바닥재, 가구, 가정용
소품

가구, 펄프, 합판, 땔감용(장작), 카누, 상자, 판넬, 성냥상자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건축재, 목공품, 가구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건축재, 식용(잎)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중성 가구, 바닥재, 천연 살충제용(잎 및 종자)
양호
(semi tolerant)
알칼리성

불내성
(intolerant)

중간 –
산성- 계절별
중성 고임
(정체)

산성중성

중량

1000-3000 25-35 중간-중량

1000-1500 24-32

내성
(Tolerance)
불내성
(intolerant)

배수

산성sedang
중성

pH

나쁨

22-32 경량-중간

18-34 경량-중량

18-34 경량-중간

토성

산성중성

600-2000

800-1600

800-1600

(℃)

(mm/y)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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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gon

Paraserianthes falcataria (L.)
Fosberg

120

Sapind.
Legum.

Kayu cina

Kayu Cina

Matoa

Kayu merah/
kayu linggua/
sonokembang

124 Podocarpus papuanus Ridley

125 Podocarpus rumphii Bl.

126 Pometia pinnata Forst.

127 Pterocarpus indicus Willd.

Bayur

Lecyth.

Putat

123 Planchonia valida Blume

128 Pterospermum celebicum Miq.

Pinac.

122 Pinus merkusii Jung & De Vriese Pinus

Stercul.

Podoc.

Podoc.

Legum.

121 Pericopsis mooniana (Thw.) Thw. Kayu kukuh

Legum.

Cemara papua Arauc.

Papuacedrus papuanus
(F.V.Mueller) L.

토성

2000-4000 18-30 경량-중간

(℃)

(mm/y)
양호

산성중성

1500-4000 20-32 경량-중간

< 600

< 1000

1000-4000 18-32 경량-중간

1000-3500 25-32 경량-중량

500-1500 1500-4000 18-32 경량-중량

500-2600 1000-2000 18-32 경량-중간

500-2600 1000-2000 18-32 중간-중량

< 1000

light

2000-4000 18-32 경량-중량

2000-4000 20-34 경량-중량

300-3000 2000-3000 16-30

< 350

< 1600

1000-4000 23-32 경량-중간

양호

양호

불내성
(intolerant)

가구, 바닥재, 판넬, 상자
건축재, 목공품, 바닥재, 공구용품, 상자, 가구, 카누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산성-중
양호
성

경량 건설재, 목공품, 식용(열매 및 종자)

건축재, 공예품

경량 건설재, 바닥재, 가구, 공구용품, 조각품, 성냥, 합판

장작, 전신주, 라이닝(안감)

건설재, 상자, 전신주, 장작, 베니어판, 테레빈유

가구, 바닥재, 건설재, 목공품

경량 건설재, 장작, 컨테이너, 펄프

양호

산성중성

용도

반내성
건축재, 보트, 가구, 베니어판
(semi tolerant)

산성- 중간 –
반내성
중성 양호 (semi tolerant)
불내성
산성양호
(intolerant)
중성
불내성
산성양호
(intolerant)
중성
불내성
산성양호
(intolerant)
중성
불내성
산성양호
(intolerant)
중성
불내성
산성양호
(intolerant)
중성

산성중성

내성
(Tolerance)

반내성
로프, 식용(열매), 매트용(잎)
(semi tolerant)
불내성
경량 건설재, 상자, 성냥, 합판, 베니어판, 펄프
양호
(intolerant)

배수

pH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산성중성
산성100-1600 2000-4000 23-34 경량-중량
중성

< 1300

고도(m)

Pandan. < 2000

Sapot.

(FAMILY)

과

119

Buah merah

118 Pandanus conoideus Lamk.

보통명

Nyatoh

학명

117 Palaquium s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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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700

Bakau

Kecapi

Cendana

Kesambi

Meranti/ Damar
Dipt.
matakucing

Meranti merah Dipt.

Meranti merah Dipt.

M e r a n t i
Dipt.
tembaga

Tengka- wang Dipt.

132 Rhizophora apiculata Blume

Sandoricum koetjape (Burm.f.)
133
Merr.

134 Santalum album L.

135 Schleicera oleosa (Lour.)Oken

136 Shorea javanica Blume

137 Shorea ovalis (Korth.) Blume

138 Shorea lepidota (Korth.)Bl.

139 Shorea leprosula Miq.

140 Shorea pinanga Scheff.

Sapinfd.

Santal.

Meliac.

Rhizoph

Fag.

< 700

<300

<700

< 600

< 600

< 300

0-5

50-1000

< 600

Pasang

129

131 Quercus spp.

< 600

고도(m)

Stercul.

(FAMILY)

과

130 Pterospermum javanicum Jungh. Bayur

보통명

Stercul.

Pterospermum diversifolium
Blume

학명

Bayur

NO
pH

중량

산

산성중성

18-32 경량-중간

18-32 경량-중량

18-32 경량-중량

1500-4000 18-32 경량-중량

600-2000

600-2000

1500-4000 18-32 경량-중량

1000-1500 18-32 경량-중량

< 1000

양호

양호

bad

양호

양호

양호

배수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중성-약
양호
알카리성

산성1000-3000 28-33 경량-중량
중성
산성600-1000 18-32 경량-중간
중성

1000-4000 29-33

1000-4000 29-33 경량-중량

산성중성
산성1000-4000 18-32 경량-중간
중성

토성

1000-4000 18-32 경량-중간

(℃)

(mm/y)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내성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semi tolerant)
반내성
(semi 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semi 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Tolerance)

전신주, 판재, 목공품, 창틀

전신주, 판재, 목공품, 창틀

전신주, 판재, 목공품, 창틀

전신주, 판재, 목공품, 창틀

건축재, 선박

전신주, 판재, 목공품, 창틀

지붕, 상자, 보트, 땔감용(장작)

지붕, 상자, 보트, 땔감용(장작)

목공품, 바닥재, 전신주, 펄프

건설재, 교량, 전신주, 공구용품, 가구, 판넬, 베니어판, 가정용
소품

건축재, 목공품, 바닥재, 수공구, 상자, 가구, 카누

건축재, 목공품, 바닥재, 수공구, 상자, 가구, 카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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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dur

Jongkong

Mahoni

asam

Palapi

Jati

Ketapang

Binong

144 Sindora javanica Back.

145 Sterculia foetida L.

146 Swietenia macrophylla King

147 Tamarindus indica L.

148 Tarrietia spp.

149 Tectona grandis L/f.

150 Terminalia spp.

151 Tetrameles nudiflora R.Br.

Suren

Tengkawang

143 Shorea stenoptera Burck.

152 Toona sureni (Bl.) Merr.

Meranti

142 Shorea spp.

보통명

Meranti putih

학명

141 Shorea retinioides Sloot.

NO

<500

< 150

50-4000

<1000

<200

<600

< 700

< 700

고도(m)

토성
양호
양호

양호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1000-2000 25-32 경량-중량

1000-2000 19-29 경량-중량

중성

Verben.

< 900

1250-3000 18-32 중간-중량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배수

pH

산성중성
산성1000-3000 20-34 경량-중량
중성
산성1600-4000 18-34 중간-중량
중성
산성1000-3000 25-35 경량-중량
중성

light

18-32 경량-중량

18-32 경량-중량

1500-4000 18-32

600-2000

600-2000

(℃)

(mm/y)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중성 알카리성
산성Combret <500
1000-3000 18-32 중간-중량
중성
산성Datis.
500-1000 2000-4000 19-31 경량-중량
중성
산성Meliac. <900
700-3000 18-32 중간-중량
중성

Stercul.

Caesal.

Meliac.

Stercul.

Legum.

Dipt.

Dipt.

Dipt.

(FAMILY)

과
내성

용도

경량 건설재, 가구, 보트, 땔감용(장작)

불내성
(intolerant)

목공품, 건축재
건축재
보트, 판재, 상자, 가정용 소품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건설재, 가구, 상자, 보트, 목공품, 바닥재, 멍에(sleepers)

목공품, 건축재

식용(열매), 약품용, 오일. 도료용 및 광택제용(종자), 숯,
땔감용(장작), 가정용 소품

상자, 판재, 성냥, 소형선박, 베니어판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불내성
(intolerant)

건출재, 판재, 가정용 소품

불내성
(intolerant)

반내성
전신주, 판재, 목공품, 창틀
(semi tolerant)

반내성
건축재, 목공품, 멍에(sleepers)
(semi tolerant)

반내성
전신주, 판재, 목공품, 창틀
(semi tolerant)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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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an

Laban

Kayu merah

Benta- was

158 Vitex glabrata R.Br.

159 Vitex pubescens Vahl.

160 Weinmannia fraxines Smith

161 Wrightia pubescens R.Br.

163 Zanthoxylum rhetza DC.

Myrt.

Apoc.

Cunon.

Verben.

Verben.

Verben.

Dipt.

Panggal buaya Rut.

Kayu soang

Biti

157 Vitex cofassus Reinw.ex Bl.

Xanthostemon novoguineensis
Val.

Cendana Papua Meliac.

156 Vavea papuana F.M.Balley

162

Resak

155 Vatica spp.

Dipt.

Resak

Rub.

(FAMILY)

과

154 Vatica papuana Dyer

보통명

Gambir

학명

153 Uncaria gambir Rod.

NO
토성

1000-3000 18-32 경량-중량

1000-3000 18-32 경량-중량

3000-4000 22-32 경량-중간

(℃)

(mm/y)

1000-3000 29-33 중간-중량

1000-3000 29-33 중간-중량

1000-3000 29-33 중간-중량

< 400

< 1000

< 1000

2000-4000 18-32 중간-중량

1000-3000 25-32 중간-중량

1000-3500 20-32 중간-중량

1200-1800 1000-2500 18-27 중간-중량

<1800

<1800

<1800

200-1500 1000-3000 22-32 경량-중간

<350

<350

<400

고도(m)

양호반내성
나쁨 (semi tolerant)
불내성
양호
(intolerant)
내성
양호
(Tolerant)
내
양호
성(Tolerant)
내성
양호
(Tolerant)
불내성
양호
(intolerant)
불내성
양호
(intolerant)
불내성
양호
(intolerant)
불내성
중간
(intolerant)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산성중성

불내성
(intolerant)

조각품

목공품, 건축재

공예용품, 조각품, 공구용품, 연필, 악기

경량 건설재

판넬, 합판, 가구, 목공품

판넬, 합판, 가구, 목공품

판넬, 합판, 가구, 목공품

건축재, 판넬

건축재, 채광, 바닥재, 마차, 전신주, 보트

양호반내성
건축재, 채광용, 바닥재, 마차, 전신주, 보트
나쁨 (semi tolerant)

산성중성

의약품 및 식용(잎)

양호

용도

산성중성

내성
(Tolerance)

배수

pH

적정 식재 지역 기준
온도

강수량

별첨

[별첨 6]

Kalimantan 및 Sumatera 섬 조림 적합 수종

NO
1

주(PROVINCE)
북부 Sumatera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1. Nias

Gmelina arborea
Octomelas sumatrana
Peronema canescens
Swietenia macrophylla
Shorea leprosula

3300-4200 20-33

100-400

2. Langkat

Acacia crassicarpa
Bruguiera gymnorhiza
Lophopetalum javanicum
Instia bijuga

1400-4600 23-33

0-50

3. Karo

Pinus merkusii
S. plantyclados
Agathis damara
Eucalyptus urophylla

1400-3900 18-32 1100-1400

4. Dairi

Swietenia macrophylla
Pinus merkusii
S. plantyclados / Shorea
leprosula

2100-5100 12-33

600-900

Pinus merkusii
S. plantyclados
Gmelina arborea

1600-4500 18-33

400-1200

5. Deli Serdang

Acacia crassicarpa
Bruguiera gymnorhiza
Rhizophora apiculata
Insia bijuga

1400-4600 23-33

0-15

6. Simalungan

K. anthotheca
Gmelina arborea
Insia bijuga
Shorea stenoptera
Shorea leprosula

1600-4100 14-32

100-200

7. Asahan

Bruguiera gymnorhiza
Insia bijuga
Rhizophora apiculata
Lophopetalum javanicum

1400-4600 23-3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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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PROVINCE)

군(REGENCY)

8. Labuhan Batu

9. Tapanuli
Selatan

316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Bruguiera gymnorhiza
Rhizophora apiculata
Insia bijuga
Lophopetalum javanicum
Acacia crassicarpa

1400-4600 23-33

0-10

K. anthotheca
Gmelina arborea
Shorea stenoptera
Shorea leprosula

1600-4100 14-32

50-100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Acacia crassicarpa

1300-4100 23-33

0-10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Acacia crassicarpa

1400-4600 23-33

0-10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A. crassicarpa

1400-4600 23-33

0-10

Shorea leprosula
S.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Gmelina arborea
Pinus merkusii
K. anthotheca

1400-5500 14-33

200-9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 stenoptera
K. anthotheca
Insia bijuga

1800-3000 15-27

100-200

Shorea joherensis
Shorea leprosula
Shorea stenoptera
Gmelina arborea
K. anthotheca

1400-4500 18-31

500-10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Swietenia macrophylla

1700-5500 17-33

700-125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10. Tapanuli Tengah Acacia mangium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Dyera costulata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1400-5500 17-33

100-500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yera costulata

1400-6000 17-33

300-500

Acacia mangium
Khaya anthotheca

1400-6000 14-33

0-400

Lophopetalum javanicum
Acacia crassicarpa
Khaya anthotheca
Shorea leprosula
Insia bijuga

1300-5000 23-33

0-100

Alstonia scholaris
A. cadamba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1400-5700 15-33

500-900

Acacia mangium
Paraserianthes falcataria
Anthocephalus cadamba
Shorea leprosula

1400-3000 23-33

50-1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Eucalypyus macrophylla

1600-4100 18-32

19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1700-5500 17-33

19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Eucalypyus urophylla

1700-3900 18-32

1500

1400-5500 17-33

1900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Dyera costulata
11. MANDALing
Natal

12. Toba Samosir

13. Tapanuli Utara Gmelina arborea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Eucalypyus macr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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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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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ROVINCE)

서부 Sumatera

군(REGENCY)

1. P. Mentawai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Agathis damara
A. cadamba
Eucalyptus pellita

1400-5500 14-33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Agathis damara

1400-5300 17-33 1000-15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Agathis damara
P. falcataria

1400-5700 17-33 1200-20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Agathis damara
P. falcataria

1400-5700 17-33 1200-17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Agathis damara

1400-5500 17-33 1000-1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 anthotheca
Gmelina arborea
Insia bijuga
Dyera costulata
Hibiscus macrophylla
O. bicolor

1400-5200 12-32

20-2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 anthotheca
Gmelina arborea
Octomelas sumatrana
Swietenia macrophylla
Hibiscus macrophylla
O. bicolor

1400-5200 12-32

100-2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Gmelina arborea
O. bicolor

1400-5200 22-32

100-300

400-11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Gmelina arborea
O. bicolor

1400-6000 23-33

120-250

2. Kotamadya
Padang

Shorea leprosula
Shorea platyclados
Pinus merkusii
Khaya anthotheca
Eucalyptus pellita
O. bicolor
Hibiscus macrophylla
Manglieta glauca

1400-6000 17-33

500-1000

3. Pesisir Selatan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Eucalypyus urophylla
Gmelina arborea

1400-5700 17-32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Khaya anthotheca
Shorea leprosula
Eucalypyus urophylla
Gmelina arborea
Manglieta glauca

1400-5700 17-32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Eucalyptus degl UPT a
Gmelina arborea

1400-6000 15-33 1000-2000

Bruguera gymnorhiza
Rhizophora apiculata
Khaya anthotheca
Shorea leprosula
Insia bijuga
Shorea javanica
Acacia mangium

1400-6000 17-33

0-500

Shorea leprosula
Shorea platyclados
Pinus merkusii
Swietenia macrophylla
Gmelina arborea
Macaranga spp

1400-5500 17-33

100-400

4. Solok

5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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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O. bicolor
Hibiscus macrophylla

5. Tanah D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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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elina arborea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Dipterocarpus spp.
Shorea stenoptera
Hibiscus macrophylla

1400-6000 14-33

200-500

Gmelina arborea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Dipterocarpus spp.
Shorea stenoptera
Hibiscus macrophylla

1400-6000 14-33

2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Khaya anthotheca
Dipterocarpus spp.
P. canescens
Octomelas sumatrana

1400-6000 14-33

200-5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Casuarina junghuhniana
Eucalyptus degl UPT a
Hibiscus macrophylla

1400-6000 18-32 1000-2000

Pinus merkusii
Shorea leprosula
Shorea platyclados
Agathis damara
Gmelina arborea
Manglieta glauca

1400-6000 16-33

5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Khaya anthotheca
Dipterocarpus gracilis
Octomelas sumatrana
Hibiscus macrophylla

1400-6000 17-33

200-5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Riau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Pinus merkusii
Shorea leprosula
Shorea platyclados
Agathis damara
Gmelina arborea
Macaranga spp
Manglieta glauca

1400-4600 Dec-33 5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Khaya anthotheca
Agathis damara
Pinus merkusii
Hibiscus macrophylla

1400-6000 14-33

100-1000

7. Pasaman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Octomelas sumatrana
Dyera costulata

1400-5300 18-33

60-100

1. Rokan Hilir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Insia bijuga
Macaranga spp
Calophyllum soulatri
Alstonia spp

1400-4500 22-33

15-30

Lophopetalum javanicum
Acacia crassicarpa
S. uliginosa
Macaranga spp
Calophyllum soulatri
Alstonia spp

1500-4100 22-33

0-30

Lophopetalum javanicum
Acacia crassicarpa
S. uliginosa
Macaranga spp
Insia bijuga
Alstonia spp

1400-6000 23-33

0-30

Lophopetalum javanicum
Acacia crassicarpa
S. uliginosa
Macaranga spp
Insia bijuga
Alstonia spp

1400-6000 23-33

0-30

6. Limapuluh Koto

3

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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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ROVINCE)

군(REGENCY)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Acacia crassicarpa
Macaranga spp.
Calophyllum soulatri

1300-5000 23-33

0-12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Acacia crassicarpa
Macaranga spp.
Insia bijuga

1300-5000 23-33

0-9

3. Bengkalis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Calophyllum soulatri
Macaranga spp.
Alstonia spp.
Insia bijuga

1300-5000 23-33

0-30

4. Rokan Hulu

Lophopetalum javanicum
Alstonia spp.
S. uliginosa
Calophyllum soulatri
Macaranga spp.
Insia bijuga

1300-5000 23-33

10-30

5. Indragiri Hulu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D. lowii
Calophyllum soulatri

1300-5000 21-33

5-1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Khaya anthotheca

1400-5200 22-33

0-3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P. canescens

1400-5300 22-33

5-250

2. Du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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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6. Kuantan sangingi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E.s pellita
P. canescens
Octomelas sumatrana

7. Kampar

8. Palalawan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1400-5200 12-33

50-100

Acacia mangium
Paraserianthes falcataria
Anthocephalus cadamba
Eucalyptus pellita
Octomelas sumatrana

1400-5350 17-33

50-100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Eucalypyus urophylla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Manglieta glauca

1400-5500 17-33

360-650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Eucalypyus urophylla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1400-5500 14-33

90-110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1500-3900 22-33

18-30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Dipterocarpus
P. canescens
Swietenia macrophylla

1400-5200 12-33

200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Calophyllum spp.
Acacia crassicarpa
E. pelli

1300-5000 23-33

9-5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1300-5000 21-33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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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D. lowii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Calophyllum soulatri
S. uliginosa

1400-4800 23-33

0-1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1400-4600 23-33

5-2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I. bijuga
Shorea leprosula

1400-4600 23-33

5-2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1400-4800 23-33

5-1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Bruguera gymnorhiza
Rhizophora apiculata

1400-4600 23-33

0-5

Bruguera gymnorhiza
Rhizophora apiculata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1400-4600 23-33

5-10

Bruguera gymnorhiza
Rhizophora apiculata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1400-4600 23-33

5-10

1. Ogan Komering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S. uliginosa
Calophyllum soulatri
D. lowii

1300-5000 23-33

0-25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D. lowii
Gluta renghas

1300-5000 23-33

0-10

9. Indragiri Hilir

10. Sia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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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Insia bijuga
2. Ogan Komering Pinus merkusii
Ulu
Shorea platyclados
Eucalyptus pellita
Eucalypyus urophylla
Khaya anthotheca
Shorea leprosula
Gmelina arborea

1700-5500 17-33

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tensis
Shorea platyclados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Hibiscus macrophylla
Manglieta glauca

1900-4400 20-31

65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platyclados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Hibiscus macrophylla
Manglieta glauca

1400-6000 17-33

200-8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tensis
Shorea platyclados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Hibiscus macrophylla

1500-5700 14-32

6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Gmelina arborea
Eucalyptus urophylla

1700-5500 17-33

100-22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Gmelina arborea
Eucalyptus urophylla

1700-5500 17-33

100-22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Swietenia macrophylla
Alstonia spp.
Gmelina arborea

2400-5300 18-31

110

3. La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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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uara E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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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Shorea leprosula
Agathis damara
E pellita
Gmelina arborea
Hibiscus macrophylla

1400-6000 12-33

700-900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Eucalyptus pellita
Eucalyptus urophylla
Khaya anthotheca
Shorea leprosula
Gmelina arborea
Hibiscus macrophylla

1500-5700 17-32

1000

Shorea javanica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Gmelina arborea
Alstonia spp.
Macaranga spp.

1500-4100 23-33

20-7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Insia bijuga
Alstonia spp.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Shorea javanica

1400-4800 23-33

20-7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Alstonia spp.
Macaranga spp.

1500-4100 23-33

10-2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1500-4100 23-33

10-2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Alstonia spp.
Macaranga spp.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Alstonia spp.
Shorea javanica

1500-5200 12-33

50-2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Alstonia spp.
Shorea javanica
Gmelina arborea

1400-4700 21-33

30-60

Agathis damara
Pinus merkusii
Shorea platyclados
Gmelina arborea
Eucalyptus urophylla

1400-4600 12-33

>1000

1300-4100 22-33

0-15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stenoptera

1400-4700 21-33

5-70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Alstonia spp.

1400-4700 21-33

20-70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Sleprosula
Shorea joherensis
Alstonia spp.

1400-4700 21-33

20-70

5. Musi Banyu Asin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D. lowii
Gluta renghas
Insia bij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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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ROVINCE)
서부 Kalimantan

군(REGENCY)
1. Pontianak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pachyphylla
Dyera costulata

1600-3900 23-31

0-1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1700-4400 22-31

100-200

1600-4400 11-31

20-25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Acacia mangium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1600-4400 18-30

200-4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Acacia mangium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Macaranga spp.

1700-4400 11-3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Dipterocarpus spp.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Macaranga spp.

1600-4400 19-30

A. cadamba
Acacia mangium
Dalbergia latifolia
Eucalyptus pellita
Macaranga spp.
2. Sambas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A. cadamba
Acacia mangium
Dipterocarpus spp.
Macaranga spp.

4. Lan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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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5. Sanggau

6. Ketapang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Acacia mangium
Macaranga spp.

1600-4400 18-31

20-400

Shorea leprosula
Agathis damara
A. cadamba
Gmelina arborea

1600-4400 19-31

600-9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Khaya anthotheca
Macaranga spp.

1700-4400 11-30

2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Khaya anthotheca

1700-4400 22-30

200-10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horea leprosula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1700-4400 22-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Acacia mangium
Macaranga spp.

1700-4400 11-31

5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Dipterocarpus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P. canescens
Macaranga spp.

1700-4400 11-31

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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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in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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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Dipterocarpus spp.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Macaranga spp.

1700-4400 23-33

100-2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horea leprosula
S. uliginosa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1700-4400 22-31

0-1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horea leprosula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1700-4400 22-31

0-2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1700-3100 23-31

0-2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horea leprosula
S. uliginosa
Insia bijuga
A. cadamba

1700-4400 22-30

0-2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Agathis damar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A. cadamba
Eucalyptus pellita
Macaranga spp.

1700-4400 22-30

50-8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Khaya anthotheca

1700-4400 11-30

0-5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Acacia mangium
Insia bijuga

8. Kapuas Hulu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Acacia mangium
A. cadamba
Gmelina arborea
Macaranga spp.

1600-4400 22-30

100-500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Acacia mangium
A. cadamba
Gmelina arborea
Macaranga spp.

1600-4400 23-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A. cadamba
Dipterocarpus spp.
Agathis damara
Macaranga spp.

1600-4400 19-31

2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Acacia mangium
A. cadamba
Macaranga spp.

1600-4000 23-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Khaya anthotheca
Acacia mangium
A. cadamba
Acacia mangium

1600-4400 23-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1600-4400 23-31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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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Dipterocarpus spp.
Khaya anthotheca
A. cadamba
Acacia mangium
Macaranga spp.

6

332

중부 Kalimantan

1. Barito Utar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Khaya anthotheca
A. cadamba
Acacia mangium
Macaranga spp.

1600-4400 18-30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Khaya anthotheca
A. cadamba
Acacia mangium
Macaranga spp.

1600-4400 18-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A. cadamba
Acacia mangium
Gmelina arborea
Macaranga spp.

1800-3300 22-30

2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spp.
Khaya anthotheca
A. cadamba
Macaranga spp.

1700-4400 18-30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Gmelina arborea
Agathis damara
Khaya anthotheca

1600-4400 18-30

200-10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Swietenia macrophylla
Macaranga spp.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Gmelina arborea
Agathis damara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Macaranga spp.

1600-4400 19-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platyclados
Dipterocarpus
Gmelina arborea
Agathis damara
Acacia mangium
Macaranga spp.

1600-4400 22-30

1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platyclados
Dipterocarpus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Macaranga spp.

1600-4400 19-30

2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platyclados
Dipterocarpus
Agathis damara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Macaranga spp.

1600-4400 19-30

2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horea platyclados
Dipterocarpus
Agathis damara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Macaranga spp.

1600-4400 19-31

2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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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 macrophyll
Shorea platyclados
Dipterocarpus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Macaranga spp.

1600-4400 21-31

100-1000

Shorea leprosula
Dipterocarpus
Agathis damara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A. cadamba
Macaranga spp.

1600-4400 19-30

500-1000

Shorea leprosula
Dipterocarpus spp.
Agathis damara
Gmelina arborea
Swietenia macrophylla
A. cadamba
Macaranga spp.

1600-4400 19-30

500-1000

Shorea leprosula
Dipterocarpus spp.
Agathis damara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Swietenia macrophylla
A. cadamba
O. bicolor

1600-4400 22-31

5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Agathis damara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A. cadamba
Macaranga spp.

1600-4400 22-31

0-1000

Acacia crassicarpa
Acacia mangium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1700-3900 23-31

0-2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Swietenia macrophylla
S. uliginosa
Dyera costulata
Insia bijuga
Acacia crassicarpa
Acacia mangium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 macrophyll
S. uliginosa
Dyera costulata
Insia bijuga

1700-3900 23-31

0-200

Acacia crassicarp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 uliginosa
Lophopetalum javanicum
Dyera costulata
Insia bijuga

1700-3900 23-31

0-100

Acacia crassicarpa
S. uliginosa
S. teysmaniana
Lophopetalum javanicum
D. polyphylla (D. lowii)
Dyera costulata
Shorea leprosula
Calophyllum

1700-3900 23-31

0-50

Acacia crassicarpa
S. uliginosa
S. teysmaniana
Lophopetalum javanicum
D. polyphylla (D. lowii)
Shorea leprosula
Calophyllum

1700-3900 23-31

50-100

3. Kodya

Acacia crassicarpa
S. uliginosa
S. teysmaniana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Calophyllum spp.
D. polyphylla

1900-3000 23-31

0-100

4. Kota Waringin
Timur/Sruyan

Agathis damara
Pinus merkusii

1700-4400 22-31 10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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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Shorea platyclados
Eucalyptus degl UPT a
Gmelina arborea
Swietenia macrophylla
Macarang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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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this damara
Shorea platyclados
Gmelina arborea
Swietenia macrophylla
Pinus merkusii
Eucalypyus urophylla
Macaranga spp.

1700-4400 22-31

5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A. cadamba
Gmelina arborea
Dyera costulata
Agathis damara
Macaranga spp.

1700-4400 22-31

2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Acacia mangium
A. cadamba
Macaranga spp.

1800-4400 22-30

2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Acacia mangium
A. cadamba
Macaranga spp.

1700-4400 22-30

200-500

A. cadamb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Alstonia scholaris

1700-4400 22-30

0-1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Macaranga spp.
O. bicolor
Acacia mangium
A. cadamb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yera costulata

1800-3100 23-31

0-100

Acacia crassicarpa
S. uliginosa
S. teysmaniana
D. lowii
Calophyllum spp.
Lophopetalum javanicum
Gluta rostrata

1700-3900 23-31

0-100

Acacia mangium
S. uliginosa
S. teysmaniana
D. lowii
Calophyllum spp.
Lophopetalum javanicum
Insia bijuga

1800-5100 23-31

0-100

Acacia crassicarpa
S. uliginosa
S. teysmaniana
Calophyllum
Lophopetalum javanicum
Shorea leprosula
Insia bijuga
Macaranga spp.
O. bicolor

1600-4400 22-31

0-100

Agathis damara
Shorea platyclados
Gmelina arborea
Swietenia macrophylla
Pinus merkusii
Khaya anthotheca
Macaranga spp.

1700-4000 22-31

500-10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D. polyphylla

1600-3900 23-31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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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ophyllum
Shorea leprosula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D. polyphylla
Calophyllum
Shorea leprosula

1700-3900 20-33

0-1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D. lowii
Calophyllum spp.

1600-3900 23-31

0-5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1600-3900 20-33

0-5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D. polyphylla
Calophyllum

1600-3900 23-31

0-5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Shorea leprosula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1700-3000 20-32

0-2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Shorea leprosula
Insia bijuga

1700-3900 20-31

0-5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1600-4400 20-32

0-100

S. uliginosa
S. teysmaniana
D. polyphylla (D. lowii)
Calophyllum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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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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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liginosa
D. polyphylla
Acacia mangium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A. cadamba
Macaranga spp.

1700-4400 22-30

2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1700-400

22-31

25-100

Acacia crassicarpa
Acacia mangium
Insia bijuga
Shorea leprosula
Khaya anthotheca
Dyera costulata
S. uliginosa
Macaranga spp.
O. bicolor
Lophopetalum javanicum

1700-4000 23-31

20-1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Gluta spp.
Calophyllum soulatri
S. uliginosa
Dyera costulata
D. lowii

1600-4000 23-31

0-5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Gluta spp.
Calophyllum soulatri
D. lowii
Alstonia angustifolia
S. uliginosa
S. teysmaniana

1600-3900 23-31

0-20

Acacia crassicarpa

1700-3900 23-31

0-20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A. cadamba
Macaranga spp.
O. b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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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Lophopetalum javanicum
Gluta spp.
Calophyllum soulatri
D. lowii
S. uliginosa
S. teysmaniana
6. Barito Selatan

7

동부 Kalimantan

1. Nunukan

2. Bulungan

34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A. cadamba
Acacia mangium
P. canescens
Macaranga spp.
O. bicolor

1600-4400 22-31

50-2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Calophyllum spp.
D. lowii
S. uliginosa
S. teysmaniana

1700-3500 23-31

0-5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A. cadamba
Agathis damara
Macaranga spp.

1600-4400 19-30

200-1000

Shorea leprosula
Insia bijuga
Gmelina arborea
Khaya anthotheca
Eucalyptus pellita

1600-3900 23-31

0-100

Shorea leprosula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Gmelina arborea
Eucalyptus pellita
Acacia mangium

1600-4400 23-31

0-200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1600-3900 23-31

0-1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Acacia crassicarpa
Calophyllum

3. Berau

4. Kutai Timur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Acacia crassicarpa
Calophyllum

1600-3900 23-31

0-10

Gmelina arborea
P. canescens
Eucalyptus pellita
Khaya anthotheca
Acacia mangium
Shorea joherensis
Shorea leprosula

1600-4400 19-31

100-500

P. canescens
Gmelina arborea
Shorea joherensis
Shorea leprosula
Khaya anthotheca
A. cadamba

1600-4400 19-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P. canescens
Acacia mangium
Khaya anthotheca

1600-4400 19-31

100-500

Shorea platyclados
Gmelina arborea
Agathis damara
A. cadamba

1600-4400 18-27

100-1000

Shorea platyclados
Shorea leprosula
P. canescens
Agathis damara
Alstonia spp.
A. cadamba

1600-4400 19-30

5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P. canescens
Acacia mangium
Khaya anthotheca

1600-4400 19-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P. canescens

1600-4400 19-31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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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cia mangium
Khaya anthotheca
A. cadamba

5. Kutai Tengah

342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Acacia mangium
P. canescens
Khaya anthotheca
A. cadamba

1600-4400 19-31

100-2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Acacia mangium
P. canescens
Khaya anthotheca
A. cadamba

1600-4400 19-31

100-2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Agathis damara
A. cadamba

1600-4400 19-31

200-10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A. cadamba

1600-4400 18-30

2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A. cadamba

1600-4400 23-30

100-20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D. polyphylla
Calophyllum spp.

1600-4400 23-31

5-50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1600-4400 19-31

5-2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S. uliginos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Dyera costulata
A. cadamba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D. polyphylla
Calophyllum spp.
Gluta rostrata

1700-3900 23-31

0-5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 teysmaniana
D. polyphylla
Calophyllum spp.
Gluta rostrata

1700-3900 23-31

0-5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horea leprosula
Dyera costulata
Calophyllum
Insia bijuga
Khaya anthotheca

1600-4400 19-31

0-200

Acacia mangium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A. cadamba
Macaranga spp.

1600-4400 19-31

0-500

Acacia mangium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Khaya anthotheca
Insia bijuga
A. cadamba

1600-4400 19-31

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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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ranga spp.
O. bicolor

6. Kutai B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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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 uliginos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A. cadamba
Hibiscus macrophylla

1600-4100 19-31

0-20

Acacia mangium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Hibiscus macrophylla

1600-4400 19-30

2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Acacia mangium
Macaranga spp.
Hibiscus macrophylla

1600-4400 19-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Acacia mangium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A. cadamba
Macaranga spp.

1600-4400 19-31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Acacia mangium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A. cadamba
Macaranga spp.

1600-4400 20-28

50-200

S. uliginosa
Acacia crassicarpa
Lophopetalum javanicum
Shorea leprosula

1600-4400 23-31

100-200

별첨

NO

주(PROVINCE)

군(REGENCY)

학명

강수량

기도
(℃)

해발고도
(m dpl)

Khaya anthotheca
A. cadamb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Acacia crassicarpa
Acacia mangium
Lophopetalum javanicum
Dyera costulata
D. lowii

1600-4400 23-31

10-2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Acacia mangium
Dipterocarpus globosus
Dipterocarpus gracilis
Khaya anthotheca
P. canescens
Dyera costulata

1600-4400 19-31

5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globosus
Agathis damara
Vatica vinosa

1600-4400 19-30

100-500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globosus
Agathis damara
Vatica vinosa

1600-4400 23-31

100-500

2. Hulu Sungai Utara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 Balangan
Swietenia macrophylla
Dipterocarpus globosus
Agathis damara
P. canescens
Acacia mangium
Eucalyptus pellita

1600-4400 19-31

100-500

1600-4400 18-30

100-500

7. Pasir

8

남부 Kalimantan

1. Tabalong

3. Hulu Sungai
Selatan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Dipterocarpus spp.
A. cad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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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anescens
Acacia mangium
Eucalyptus pellita
Swietenia macrophylla

346

4. Hulu Sungai
Tengah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Khaya anthotheca
Dipterocarpus spp.
A. cadamba
P. canescens
Acacia mangium
Eucalyptus pellita

1600-4400 19-31

100-500

5. Banjar

Shorea leprosula
Shorea joherensis
Acacia mangium
Khaya anthotheca
A. cadamba
P. canescens
Eucalyptus pellita
Insia bijuga

1600-4400 18-30

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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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부 고위관료 명단
(정책관(Director Generals) 및 국장(Directors) 직급)
No.

1

성명 및 직급
Ir. Bambang Hend****, MM
사무총국장(Secretary General)

Prof. Dr. Ir. San Afri A****, M.Sc
2 산림계획 및 환경 거버넌스 정책관(Director
General)

주소

+6281818****

Kalibata City, Jakarta
Tlp. K. (021) 5730290 Ext. 290

+6281126****

Perumahan Citra Grand **** Jl. Alternatif Cibubur
Cileungsi, Bekasi
Tlp. Rm. (021) 8447350
Tlp. Kantor (021) 5733039, 5700232, 5730188

+62812105****

3

Ir. Bambang Hendr****, MM
(대행)
천연자원 보전 및 생태계 정책관
(Director General)

4

Dr. Ir. Hilman Nu****, M.P
Jl. Ranco Indah Dalam **** Tanjung Barat Kec.
분수령 및 보호림 통제 정책관(Director General Jagakarsa Jaksel

Dr. Ir. Ida Bagus Putera Pa****, M.Sc
5 지속 가능한 생산림 관리 정책관
(Director General)
6

8

Dr. Ir. Nur Masr****, M.For.Sc
기후변화통제 정책관(Director General)

Dr. Ir. Hadi Dar****, D.E.A
9 사회임업 및 환경파트너십 정책관
(Director General)

+62812810****

Jl. Bogin A-1 Budi Agung Sukadamai, Tanah Sareal Bogor
+628128807****
**** Tlp. (021) 573****, 573****

Drs. M.R. Karli****, M.S
Jl. Pancoran Indah III ****, Pancoran Jaksel
오염 및 환경피해 통제 정책관(Director General)

Ir. Tuti Hendrawati Mint****, MPPM
7 폐기물 관리 및 독성물질 정책관
(Director General)

연락처

Perumahan Citra Grand **** Jl. Alternatif Cibubur
Cileungsi, Bekasi
Tlp. Rm. (021) 844****
Tlp. Kantor (021) 573****, 570****, 573****

+62812932****

RM. Jl. Keamanan ****.
K. Gd. A lt. 4 Jl. Panjaitan Kav. 24 Kebon Nanas,
Jakarta. Tlp (021) 8590****

+62816135****

RM. Pinang Griya Permai****
Jl. Menur Pinang Tangerang – 15145
K. Blok VII Lt. 12 Tlp. (021) 573****

+62812197****

R. Komplek Kijang Kencana **** Kemanggisan,
Jakbar Tlp. (021) 535****
K. Blok I Lt. 11 Tlp (021) 572**** ext. 6**

+628129323****

10

Drs. Rasio Ridho S**** M. Com., M.P.M
환경 및 임업 법 집행 정책관(Director General)

R. Jl. **** Jakarta – 12810
K. Blok IV Lt. 4 Tlp/fax 5790****

+62812192****

11

Drs. Imam Hendargo Abu I****, M.A
감사관(Inspector General)

R. BPI **** Tangsel Banten
K. Blok I Lt. 10 Tlp. (021) 573****, 573****

+62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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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직급

주소

12

Dr. Ir. Bambang Su****, M.M
확장 및 인적자원개발청장

R. Perumahan Pejabat Kemenhut
Jl. Kelapa Dua Wetan **** Ciracas
Cibubur, Jaktim.
K. Gd. MWB **** Tlp. )21) 573****,
ext 8**

13

Dr. Henry Bas****, MES
연구, 개발, 혁신청 장

R. Jl. Plamboyan ****, Depok
K. K.Gd.MWB ****Wing C Tlp. (021) 57903068, ext
737 K. Jl. Gunung Batu **** Tlp./Fax (0251) 572****

연락처

+62815878****

+62816113****

장관 수석 자문관
1

Ir. Ilyas A****, MP, MH
중앙 및 지방정부 조율 장관 수석 자문관

R. Apartemen Rasuna **** D Kuningan Jak-Sel
K. Blok I Lantai 3

2

Ir. Arief Y****, M.A
너지 장관 수석 자문관

R. Perumahan Billy Moon Jl. ****
Pondok Kelapa, Jak-Tim K. ****

3

Ir. Laksmi Dhew****
산업 및 국제통상 장관 수석 자문관

R. Jl. PLN **** Gandul, Depok
K. ****

4

Dr. Ir. Agus Just****, M.Sc
천연자원 경제 장관 수석 자문관

R. Jl **** Puri Beta Larangan
Ciledug, Tangerang K. ****

5

Dr. Ir. Hj. R. Sab****, M.Si
식품 장관 수석 자문관

R. Perumahan Pejabat Kemen LHK Jl. Kepala
Dua Wetan **** Ciracas, Jaktim
K. ****

+62812919****

사무총국(Secretariate General)
1

Ir. Ernim****, MM
인사국장

Jl. Japos Graha Lestari **** Jurang Mangu Barat, Kec.
Pondok Aren, Tangsel . Tlp (021) 730****

2

Ir. Helmi Basal****, MM
계획국장

Jl. Nangka IV ****, Bekasi Tlp. (021) 8497****

3

Ir. Sa****, M.Sc
공공국 국장

Villa Ciomas Indah **** Jl. Cendrawasih II Ciomas,
Bogor Tlp. (0251) 863****

4

Krisna R****, SH, M.H
법국 국장

Komplek Buncit Indah Jl. Mimosa **** Pejaten, Jaksel
Tlp (021) 797****

5

Drs. Maman Kus****, MM
재무국장

Bulak Kapal Permai **** Bekasi Timur Tlp (021)
883****

6

Novrizal Ta****, ST, M.Si
홍보국장

Komplek Greenwood Town ****, Kampung Utan,
Rengas, Tangsel

+6281843****

7

Ir. Srimurn****, M.Sc
국제협력국장

Jl. Masjid **** Senayan Grogol Utara, Kebayoran Lama
Jaksel- 12210

+62811930****
+62878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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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Noer Adi Wa****, M.Sc
8
환경 및 임업 표준화 센터장

주소
Jl. Nilam II **** Kranggan Kulon, Jatiraden,
Jatisampurna, Bekasi

연락처
+628787545****

9

Ir. Agus Isnantio Ra****, M.Sc
임업 개발 지원 센터장

Jl. Tawal 36 **** Kel. Bubulak, Kec. Bogor Barat
Kotamadya Bogor.

10

Drh. Ind****
임업 엔지니어링 국장

Blok E.2 **** Kel. Tegal Gundil Kec. Bogor Utara

11

Dr. Ir. Suha****, B.SC.F, M.Si
데이터 및 정보센터장

Komplek IPB Sindang Barang Jl. Icarus Blok ****
Ceherang Dramaga, Bogor Tlp. (0251) 862****

+62816138****

12

Ir. Herman Her****an, MM
정책 분석 센터장

Taman Sari Apartemen **** Jakarta

+628127272****

감사실(Inspectorate General)
Ir. Abdul Ha****, M.For.ST
1
감사기획국장

Jl. Baru II Bojong Baru **** Kel. Pasir Kuda Tlp. (0251)
716****

+62815640****

2

Ir. Edy Sub****, M.P
감사 I 국장

3

Ir. Sum****, MM
감사 II 국장

4

Yazid Nur**** SH, MA
감사 III 국장

Jl. Lele 11 **** Kel. Jati Kec. Pulo Gadung Jaktim

+628211388****

5

Ir. Wisnu Pras****, MF
감사 IV 국장

Gading Griya Lestari
Jl. Sukapura, **** Jakarta Utara
Tlp. (021) 440****

+628139929****

6

Ir. Deddy Sup****, MM
조사감사국장

Nomor **** Kel. Katulampa Bogor
Timur Kota Bogor 16144

+628151127****

Bukit Asri Ciomas **** Ciomas, Bogor
-

+6281188****

산림계획 및 환경거버넌스 총국(DG)
Ir. Yuyu Ra****, M.Sc
1
산림계획 및 환경거버넌스 총국 사무국장

Komplek Budi Agung Jl. ****
Tlp (0251) 831****

+6281682****

2

Ir. Kustanta Budi Pri****, M.Eng
산림 관리과 지명 및 이용 계획 국장

Jl. Panaitan **** Pondok Aren, RT.10/VII – Ciluar
Bogor

+62812942****

3

Ir. Muhamad S****, MM
산림지역 지명 및 이용 국장

Jl Raya Laldon **** Pagelaran Ciomas Bogor

+62812110****

4

Ir. Laksmi Wijay**** M.Cp
환경영향방지국장

Jl. ****, Cipinang Besar Selatan, Jatinegara Jakarta 13410
+62812105****
Tlp (021) 850****

5

Dr.Ir. Ruandha Agung Sugar****, M.Sc.
산림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 국장

Jl. Hegarmanah IV ****
Gunung Batu – Bogor

+628139911****

6

Ir. Ary Sudij****, M.SE
환경영향방지 국장

Villa Bintaro Indah **** Ciputat

+62816118****

349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No.

성명 및 직급

주소

연락처

천연자원 보존 및 생태계 총국(DG)
1

(공석)
천연자원 보존 및 생태계 총국 사무국장

2

Ir. Listya Kusuma Ward****, M.Sc
자연보존 및 생태례 계획 및 정보 국장

3

(공석)
보전지역 국장

-

-

Jl. Harapan **** Lenteng Agung Jagakarsa Jaksel 12610
-

-

4

Ir. Bambang Dahono A****, MM, M.Si
생물다양성 보전 국장

Taman Palem Lestari Blok C1 ****Cengkareng Jakarta
Barat

5

Ir. Is Mug****, MM
환경서비스 국장

Jl. Gurame **** Kel Tanah Sareal Bogor

+62815188****
+6281111****

6

Ir. Antung Deddy Raddy Radian****, MP
필수 생태계 관리 경영 국장

Jl. Teratai VI **** Taman Duta Rt 004/010 Cisalak
Sukmajaya Depok

+6281111****

분수계 통제 및 보호림 총국(DG)
Dr. Ir. Murdi****, M.M
1
분수계 및 보호림 통제 총국 사무국장

Jl. Renijaya **** Kec. Pamulang Tangerang Banten

+62816866****
+628138453****

2

Ir. Djati Witjaksono ****, MSi
분수계 통제 계획 및 평가 국장

Jl. Raya Taman Cimanggu **** Gg. Arwana Kedung
Waringin, Tanah Sareal , Bogor Tlp. (0251) 838****

3

Dr. Ir. Muhamad Fi****, M.For,Sc
물 및 토양 보전 국장

Pulomas Barat **** Jakarta Timur Tlp. (021) 471****

4

Ir. Mint****, M.M.A
개발림 수목 종자 국장

Pondok Blok H **** Condong Catur, Depok, Sleman

+628137322****
+62811934****

5

Ir. Bagus Herudojo Tj****, MP
보호림 경영 국장

Jl. Pesanggrahan **** Jakarta Barat

+628153684****

6

Ir. Hermono S****
내륙 수질오염 통제 국장

Jl. Karang Kates **** Indah Rt.002/10 Ciomas, Bogor
Tlp. (0251) 863****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총국(DG)

Ir. Sakti Hadengg****, M.For.Sc
Jl. Hanoman **** Indraprasta I Bogor Utara Tlp. (0251)
1
산림 관리 지속가능한 생산림 관리 총국 사무국장 8382681
2

Ir. Drasp****, M.Sc
생산림 산림 관리과 국장

Jl. Percetakan Negara **** Cempaka Putih Jakarta Pusat
Tlp. (0251) 424****

+6281152****

3

Ir. Herry Pr****, M.M.
생산림 사업 국장

Jl. Komplek Bougenville Jl. **** Jatibening Bekasi, Jawa
Barat

+62812103****

4

Ir. Gatot Subia****, M.Sc
Taman Cimanggu Jl. Tanjung **** Bogor
생산림 비목재 임산물 및 환경서비스 사업 국장

5

Dr. Ir. R****, M.Sc
임산물 가공 및 판매 국장

R. PM
K. Blok **** Tlp (021) 573**** Ext.2**/3**

+628151402****

6

Ir. M. Awrya Ib****, M.Sc
세금 및 임산물 유통 국장

Perumahan Gema Pesona Blok **** Jl. Tole Iskandar No.
45 Depok Tlp. (021) 7782****

+62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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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연락처

오염 및 환경피해 통제 총국(DG)
1

Ir. Sigit Relian****, M.Sc
오염 및 환경피해 통제 총국 사무국장

Jl. Malaka Hijau IV **** Country, Pondok Kopi Jakarta
Timur

+62812870****

2

Ir. Wahyu Indrani****
이탄지 통제 국장

Pondok Sukmajaya Permai Blok ****, Depok

+62812990****

3

Drs. Heru Wa****, M.Com.
오염 및 해안환경피해 통제 국장

Jl. Sakura **** Puspitaloka, BSD Tangsel, Banten Tlp.
(021) 5315****

4

Ir. Sri Parwati Murwani Bud****, M.Sc
수질오염 통제 국장

Jl. Nilam **** Jati Sampurna Bekasi

5

Ir. Sulistyo****, M.M
개방토지 복구 국장

Perum Saung Gintung **** Ciputat Tangerang Tlp.
021-740****

+62815926****

폐기물 및 독성물질 관리 총국(DG)
Drs. Ade Pal**** R
1
폐기물 및 독성물질 관리 총국 사무국장

Jati Bening Estate Blok **** Bekasi

+6281181****

2

Ir. Sudi****, M.M.
폐기물 관리 국장

Jl. Perhubungan V Blok DD **** Rawangun Jakarta Timur +6281657****

3

Ir. Yun In****, M.Sc
독성 물질 관리 국장

Jl. Puspita **** Bumi Bintaro Permai Pesanggrahan

4

Ir. Shinta Sap**** S, M.Sc
독성 및 비독성 물질 관리 성과 평가 국장

Jl. H. Soleh I, **** Jakarta

+62816483****

5

Drs. Sayid Muha****, M.Si
독성 및 비독성 물질 관리 검증 국장

Jl. Patria Jaya VII **** A Jati Rahayu Pondok Gede,
Bekasi

+6281194****

6

Ir. Qurie Purnama****, M.Si
회수 오염 및 독성물질 비상 대응 국장
기후변화 통제 총국(DG)

(공석)
1
기후변화통제 총국 사무국장

-

-

2

Dra. Sri Tantri Arund****, M.Sc
기후변화 적응 국장

Jl. Merpati **** Dalam Tebet Jaksel

+6281110****

3

Ir. Raffles Brotestes Panja****, M.Si
산불통제 국장

Cita Grand Cluster Green Valey **** Cibubur, Jaktim

+62812604****

4

Ir. Achmad Gunawan Widjak****, MAS
분야 및 지역자원 동원 국장

Jl. Bambu Mas Selatan V **** Kel. Pondok Bambu Kec.
Duren Sawit, Jaktim

+62815185****

5

Ir. Emma Rachm****, M.Sc
기후변화 완화 국장

Taman Galaksi Indah I Blok ****, Bekasi

+628158530****

6

Dr. Ir. Krisfianti Linda G****, M.Sc
온실가스 조사,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국장

Bogor Raya Golft Estate Blok ****, Bogor
사회 임업 및 환경 파트너십 총국(DG)

DR. Ir. Apik Kar****, M.Sc
1. 사회 임업 및 환경 파트너십 총국 사무국장

Jl. Taman **** Jatimulya, Bekasi Timur Tlp
021-822****

+628212257****
+628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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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직급

Ir. Wir****
2
사회 임업 지역 준비 국장

주소

연락처

Jl. Penjernihan **** Pejompongan Jakarta Pusat Tlp
021-573****

+62812607****

3

Dr. Ir. Eka W. So****, MM
분쟁해결국장

Jl. Samali **** Pejaten Jakarta Selatan

+6281681****

4

Ir. Mas****, MM
사회 임업 사업 및 관습산림 개발 국장

Komplek Budi Agung Jl. Perdana **** Bogor Tlp.
021-831****

+62816482****

5

(공석)

-

환경파트너십 국장

-

임업 및 환경 법집행 총국(DG)
Ir. Kemal A****, M.Sc
1
환경 및 임업 법집행 DG 사무국장

Jl. Tebet **** Jakarta Selatan

+6281196****

2

Rosa Vi****, SH, MSD
고충, 통제 및 행정 제재 부과 국장

Jl. Azalea Raya **** ,Depok

+62816194****

3

Jasmin Ragil U****, SH, M.M
환경갈등해결 국장

Jl. Tridaya **** Desa Sumber Jaya Tambun Selatan,
Jabar

+628138719****

4

Ir. Ist****, M.Sc
산림 예방 및 안전 국장

Perumahan Taman Cibalagung Jl. Dahlia II, **** Bogor,
Jabar

5

Drs. Muhammad Yu**** M.Si
법집행 국장

Jl. Said **** Rw. 11 Jati Makmur, Pondok Gede.

+628571027****

확장 및 인적자원개발청
Dr. Ir. Amir Wardh****, M.For.Sc
1
확장 및 인적자원개발청 사무국장(Secretary)

Komplek Bumi Penggugah Jl. **** Ciomas Bogor Tlp.
0251-752****

2

Dra. Siti Aini H****, MA
임업 확장청 국장

Jl. Warga **** Pejaten Barat, Jakarta-12510

3

Ir. Amrih Wikan Ha****
인적자원 계획 및 개발 국장

Komplek Jaka Sampurna
Jl. Kakatua ****, Bekasi
Telp. (021) 820****

4

Dr. Ir. Joko Prih****, MM
임업 교육 및 트레이닝 센터 장

Jl. Pulo Asem IV No. **** Kel. Jati Pulau Gadung Jaktim
021-471****

5

Cicilia Sul****, SH, M.Si
커뮤니티 트레이닝 센터장 및 환경세대 개발

+628151100****
연구 개발 및 혁신청

Ir. Tri Joko Mu****, MM
1
연구, 개발 혁신청 사무국장
2

Ir. Johan Utama Perbat****
산림 연구개발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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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r. Dwi Sud****, M.Si
3
임산물 연구개발센터장

주소

연락처

Perumahan Bogor Baru **** Tegallega, Bogor Tlp (0251)
835****

4

Dr. Ir. Bambang Supri****, M.Sc.
기후변화 대응, 사회경제 연구개발 국장

Jl. Gurame **** Kedung Waringin – Tanah Sareal Bogor

+62811111****
+62816481****

5

Dr. Wahyu Mar****, M.Eg
환경분석 및 품질 연구개발 국장

Komp. Puri Kartika BL G 11 **** Tajur, Ciledug
Tangerang

+62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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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전문가 명단
1. Bogor 농과대학
No.

성명

출생일

연락처/
E-mail

전문 분야

1

Prof. Dr. Ir. Endang Suh****, MS

22-05-1955

-

산림 관리

2

Prof. Dr. Ir. Dudung Da****an, MA

14-09-1950

-

공간개발계획

3

Prof. Dr. Ir. E****as,

02-09-1956

-

임업

4

Prof. Dr. Ir. I Nengah S****a, M.Agr

09-09-1961

-

임업 경영

5

Prof. Dr. Ir. Har****o,

06-06-1955

-

임업 경영

6

Dr. Ir. Upik Ro****a, DEA

11-03-1956

-

산림 생태학 및 산림 자원 기술

7

Prof. Dr. Ir. Hariadi Kar****jo, MS

24-04-1958

-

임업 정책

8

Dr. Ir. Muh****d Buce Saleh, MS

05-10-1957

9

Dr. Ir. Sud**** Soedomo, MS, MPPA

-

농업, 바이오 정보

-

임업 경제학

10

Prof. Dr. Ir. Bra**** Nugroho, MS

04-11-1958

-

임업 경영

11

Prof. Dr. Ir. H****nto, M.Agr

26-11-1961

-

바이오소재 과학 및 임업

12

Prof. Dr. Ir. J**** Rata Mat****, MS

21-12-1963

-

산림 과학

13

Prof. Dr. Ir. Didik S****o, MS

01-04-1963

-

인류 생태학

14

Prof. Dr. Ir. Hari P****o, M. Comp.

21-04-1964

-

시스템 분석

15

Dr. Ir. Ahmad B****, M.Sc.F

10-10-1965

-

열대림 과학

16

Dr. Ir. Dodik Ridho N****at, M.Sc.F

29-03-1970

-

산림 정책

17

Dr. Ir. B****i, MS

01-05-1961

-

열대림 과학

18

Dr. Ir. Y**** Hero, M.Sc.F.Trop.

07-07-1964

-

열대림 과학

19

Dr. Ir. Budi K****hyo, MS

20-07.1961

-

열대림 과학

20

Dr. Ir. Teddy Rus****o, MS

24-10-1962

-

열대림 과학

21

Dr. Ir. Gunawan S****, MS

02-11-1964

-

열대림 과학

22

Dr. Leti S****ati, M.Sc.F

30-08-1964

-

열대림 과학

23

Dr. Lin Ic****di, MSc.F

17-12-1964

-

농림과학

24

Dr. Ir. M****n, M.Sc.F.Trop.

10-06-1966

-

열대림 과학

25

Dr. Tatang Ti****, M.Sc, S.Hut.

27-07-1973

-

산림 과학

26

Dr. Efi Yu**** Yovi, S.Hut., M.Life.,
Sc.Enc

24-07-1974

-

바이오생산 과학

27

Ir. Budi Pri****, MS

20-10-1964

-

지리학

28

Dra. Sri R****,

17-12-1961

-

지리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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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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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29

Dr. Dra. Nining Pus****h, M.Si

12-06-1963

-

지리정보학

30

Dr. Ir. Nana M****na Arifjaya, M.Si

01-05-1966

-

유역 관리

31

Dr. Ujang Su****a, S.Hut., M.Sc.

12-05-1972

-

산림 관리

32

Pr****to, S.Hur., M.Si

12-05-1972

-

산림 관리

33

Handian Pu****gsa, S.Hut., M.Si

01-01-1979

-

산림 관리

34

Dr. Soni Tr****, S.Hut., M.Si

23-11-1977

-

산림 관리

35

Prof. Dr. Ir. Hadi S**** Alikodra, MS

05-02-1949

08121101****
aliko****@indo.net.id

36

Prof. Dr. E. K. S ****, MS

10-04-1955

081111****
harinimun****@yahoo.com

사회 임업

37

Prof. Dr. Ir. Sa****s Basuni, MS

15-09-1958

sambas_****i@yahoo.com

사회 임업
산림 관리

야생동물 생태학

38

Prof. Dr. Ir. E****al Amzu, MS

18-06-1959

08212264****
ervizal****@yahoo.com

39

Prof. Dr. Ir. Ani Ma****ti, MSc.

25-09-1959

081111****
an****b@indo.net.id

40

Prof. Dr. Ir. Lilik Budi Pr****, M.Sc.

16-03-1962

0812133****
l****s@indo.net

41

Prof. Dr. Ir. Yanto Sa****, DEA

04-10-1960

08157432****
yantoha****ya@yahoo.co.id

42

Dr. Ir. Bu****din Masyud, MS

21-11-1958

08151011****
mas****6@yahoo.com

사회 임업

43

Ir. Ha****to, MS

28-09-1960

081111****
h****p@indo.net.id

사회 임업

44

Ir. Agus P****no, MS

12-08-1961

08131146****
a****1@yahoo.com

사회 임업

45

Dr. Ir. Jarwadi Budi H****o, M.Sc.

11-11-1958

0812110****
jbli****@yahoo.com

사회 임업

46

Dr. Ir. Rinekso S****di, M.Sc.

22-06-1964

0812841****
r.soek****@yahoo.co.id

47

Dr. Ir. Nyoto Sa****o, MS

15-03-1962

081119****
i****d@indo.net.id

48

Dr. Ir. Mirza D**** Kusrini, MS

14-11-1965

08131480****
m****kusrini@yahoo.com

49

Dr. Ir. H**** Arief, M.Sc.

09-07-1964

0812864****
h****os@ipb.ac.id

사회 임업

50

Dr. Ir. Ricky A****, M.Sc.

11-06-1964

08211167****

생태 관광

21-02-1966

08131****
a****ono@yahoo.com

사냥 관리

51

Dr. Ir. Agus P****no K., MS

야생동물 생태학
산림 관리
야생동물 생태학

야생동물 생태학 및 생물학/
산림 보전
사회 임업
동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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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명

출생일

연락처/
E-mail

전문 분야

52

Dr. Ir. Abdul Haris ****ri, MSc.

15-10-1965

08581044****
****anoa@yahoo.com

야생동물 보존

53

Ir. Lin N**** Ginoga, MS

16-11-1965

0812945****
lin-****a@yahoo.co.id

사회 임업

54

Ir. Si****, MS

08-02-1965

0812967****
sis****5@yahoo.com

열대림관리

55

Dr. Ir. Yeni A**** Mulyani, M.Sc.

11-04-1961

08151016****
****yani@yahoo.com.au

56

Ir. Dones R****i, M.Sc.

18-05-1961

0816196****
****loch@yahoo.com

57

Dr. Ir. Nandi Ko****andi, M.Sc.

28-06-1966

0812930****
nan****@ipb.ac.id

산림 보전

58

Dr.Ir. Siti Ba****h R, MS

04-07-1965

08131470****
ru****driyah@yahoo.co.id

사회 임업

59

Dr. Ir. Agus ****at, MSc.

18-09-1962

08521885****
ahikm****@yahoo.com

60

Dr. Ir. Tutut Sun****to, MS

28-02-1964

08575421****

열대림관리

61

Ir. Edhi S****ra, MS

19-10-1966

0812821****

열대림관리
사회 임업
지리학

야생동물 생태학
야생동물 생태학 /영장류

식물학

62

Dr.Ir. Rachmad He****an, M.Sc

04-05-1967

0812951****
rah****@yahoo.com

63

Dr. Ir. A****a Sunkar, M.Sc.

15-02-1971

0815947****
****ana@yahoo.com

64

Resti M****si, S.Hut., M.Si

14-05-1977

0812828****

열대림관리

21-03-1977

0812945****
vi****@yahoo.com

열대림관리
열대림관리

65

Eva Rac****ati, S.Hut., M.Si

66

Dede Aulia R****n, S.Hut, MS

14-01-1987

08129322****

67

Prof. Dr. Ir. Cecep Kus****a, M.S.

12-02-1961

-

망그로브 숲 관리

68

Prof. Dr. Ir. Ba****g Hero Saharjo,
M.Agr

10-11-1964

-

산불

69

Prof. Dr. Ir. Nu**** Wijayanto, MS

24-10-1960

-

혼농임업

70

Prof. Dr. Ir. A****d, MS

20-08-1961

-

산림 병해충

71

Prof. Dr. Ir. Iskandar Zu**** Siregar,
M.For.Sc

20-03-1966

-

산림 유전학

72

Prof. Dr. Ir. Sri W****o Budi R, MS

10-02-1962

-

조림학

73

Dr. Ir. Lailan Sy****

13-06-1964

-

산불

74

Dr. Ir. Is****o, M.Si

06-07-1962

-

이탄지 경영

75

Dr. Ir. Ba****i Wasis, MS

02-10-1965

-

조림학

76

Dr. Ir. Yadi S****, M.Sc

05-12-1955

-

혼농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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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명

출생일

연락처/
E-mail

전문 분야

77

Dr. Ir. Omo R****, MSc.Forest.Trop.

19-01-1963

-

산림영양

78

Dr. Ir. Prijanto Pa****as,
M.Sc.Forest.Trop

06-12-1963

-

조림학

79

Dr. Ir. Ulfah Ju****, M.Agr

06-06-1958

-

산림 유전학

80

Dr. Ir. Noor F**** Haneda, M.Si

21-09-1966

-

산림 곤충학

81

Dr. Ir. Sup****to,

10-05-1955

-

산림 바이오기술

82

Dr. Ir. Irdika M****r, M.For.Sc

23-05-1966

-

산림 개간

83

Dr. Ir. Iwan H****n, MS

04-02-1960

-

수목학

84

Dr. Ir. C**** Wibowo, M.Sc.F.Trop

19-09-1960

-

토양 과학

85

Dr. Ir. Elis Nina H****, M.Si

21-04-1967

-

산림 병리학, 바이오기술 및
미생물학

86

Ir. Andi S****ro, M.Si

05-05-1962

-

영양번식, 생물분해, 조림학

87

Dr. Ir. Arum Sekar W****ri, MS

16-03-1966

-

미생물학, 바이오기술

88

Ati Dwi ur****ti, S. Hut, M.Si

22-06-1977

-

산불

89

Muh****d Alam Firmansyah, S.Hut,
M.Si

18-11-1979

-

산림 병리학

90

Dr. E**** Indra Putra, S.Hut, M.Si

07-01-1974

-

산불

91

Dadan M****a, S.Hut, M.Si

22-03-1976

-

산림 및 토지 개간

92

Luthfi Rus****h, S.P., M.Si

10-02-1982

-

산림 곤충학

2. Tanjungpura 대학
No.

성명

출생일

1

Prof. Dr. Ir. Ab****ni Muin, MS

07-05-1952

2

Ir. Fadillah H. Us****, M.Sc

07-09-1952

3

Ir. Setia B****i, M.sc

07-03-1952

4

Ir. Sofyan Z****l, M.Sc

15-02-1959

5

Dr. Ir. Dwi A****ni, M.Sc

08-02-1962

6

Dr. Ir. Gusti Ha****ah, M.Sc. QAM

30-11-1967

연락처/
E-mail
08129350****
abdu****@fahutan.untan.ac.id
08125643****
fad****@fahutan.untan.ac.id
081156****
****budhi@fahutan.ac.id
0812570****
****nzainal@fahutan.untan.ac.id
081157****
dwias****@fahutan.untan.ac.id

전문 분야
조림학
목재 기술
산림 생태학
산림 관리
조림학 및 산림토양

08225494****
산림 자원 정책, 환경 서비스 및
****rdiansyah@fahutan.untan.ac.id R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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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명

출생일

7

Ir. Evy War****r, MP

05-05-1957

8

Dr. Ir. Yuliati In****ni, M.Si

24-07-1969

9

Ir. M. I****m, M.Si

15-12-1962

연락처/
E-mail
0812560****
evywar****@fahutan.untan.ac.id
08152285****
y****ati@fahutan.untan.ac.id
08524983****
id****@fahutan.untan.ac.id
0812561****
****msyah@fahutan.untan.ac.id
0812570****
****run@fahutan.untan.ac.id
081157****
pur****@fahutan.untan.ac.id
0812571****
hanaar****@fahutan.untan.ac.id
08524502****
augu****@fahutan.untan.ac.id
0812576****
eddyth****@fahutan.untan.ac.id
08125486****
****uddinfan@fahutan.untan.ac.id
0822518****
r****@fahutan.untan.ac.id
0812577****
****ewantara@fahutan.untan.ac.id
0812576****
****ekyastuti@fahutan.ac.id
0812471****
****dar@fahutan.untan.ac.id
08524564****
ha****@fahutan.untan.ac.id
08215953****
****diba@fahutan.untan.ac.id
08134500****
or****i@fahutan.untan.ac.id
08575325****
****avita@fahutan.untan.ac.id

전문 분야
목재 보존 및 건조
목재 보존
목재 기술
목재 공학

10 Ir. M. Di****yah, MP

02-06-1963

11 Ir. Bachrun N****i, M.Si

03-03-1952

12 Ir. P****ti, MS

07-03-1953

13 Dr. Ir. Ha**** Artuti E, M.Si

12-09-1966

14 Ir. Augustine Lu****un, M.Sc

16-08-1952

15 Ir. Eddy T****in, MT

05-08-1961

16 Dr. T****rin, MT

14-11-1959

17 Ir. Ratna Hera****gsih, M.Si

11-07-1968

18 Ir. Iswan De****, M.MA

02-05-1961

19 Dr. Ir. Wiwik Ek****uti, M.Si

10-05-1968

20 Ir. Is****ar. AM, M.Si

02-09-1967

21 Ir. Ha**** Husni, M.Si

06-11-1967

22 Dr. F**** Diba, S.Hut, M.Si

16-11-1970

23 Dr. A. Or****i, S.TP, MP

18-07-1975

24 Ir. G**** Eva Tavita, M.Si

12-03-1965

25 Ir. Sud**** Muin, M.MA

25-09-1958

0812563****
****an@fahutam.untan.ac.id

산림 관리

26 Drs. Joko N**** Riyono, M.Si

24-09-1952

0812571****
****ugroho@fahutan.untan.ac.id

유역 관리

27 Dra. Siti L****, M.Si

23-02-1963

08535087****
sitilat****@fahutan.untan.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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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보호
임업 경제
산림 바이오기술
산림 경제학
산림 조사
조림학
산림 수문학
목재 기술
산림 바이오기술
조림학
목재 보존
목재 보존
산림 보호
목재 공학

토양 및 물 보존

별첨

No.

성명

출생일

28 Dr. Ir Fa****l, MP

23-01-1968

29 Dr. Emi R****da, S.Hut, M.Si

08-05-1971

30 Dr. M. So**** Anwari, S.Si, M.Si

11-03-1973

31 Ir. A**** Yani, M.Sc

02-10-1965

32 Sarma Si****, S.Si, M.Si

20-09-1972

33 Ir. E****o, MP

09-12-1964

34 Dra. Tri Wi****i, M.Si

27-03-1967

35 Wa****, S.Si, M.Si

01-05-1971

36 Dr. Hari Pr****o, S.Si, M.Si

23-04-1968

37 Reine Suci W****ari, S.Hut, MP

04-09-1976

38 Ir. Togar Fe****do Manurung, MP

15-03-1967

39 Hafiz A****, S.Hut, MP

15-03-1973

40 Dra. Y****a A., Apt, MM, M.Sc

22-01-1969

41 H**** Yanti, S.Hut, M.Si

24-01-1977

42 Nu****, S.Hut, M.Si

15-01-1976

43 Dr. Dina Se****ti, S.Hut, M.Si

07-03-1973

44 Ganjar Oki Wi****rto, S.Hut, MP

26-10-1978

45 Dr. Slamet R****ni, S.Hut, M.Si

07-12-1975

46 Herlina D****ti, S.Hut, M.Si

26-06-1976

47 Lolyta S****, S.Hut, MP

07-07-1976

48 Fathul Y****, S.Hut, M.Si

21-05-1981

연락처/
E-mail
08125790****
fah****@fahutan.untan.ac.id
08134524****
emiros****@fahutan.untan.ac.id
08135206****
so****@fahutan.ac.id
08575063****
****yani@fahutan.untan.ac.id
08128046****
****a@fahutan.untan.ac.id
081157****
e****nto@fahutan.untan.ac.id
08123554****
tr****idi@fahutan.untan.ac.id
08134532****
wa****ina@fahutan.ac.id
08143544****
har****yogo@fahutan.untan.ac.id
081156****
r****ene@fahutan.untan.ac.id
08215101****
t****gar@fahutan.untan.ac.id
08125712****
****rdian@fahutan.untan.ac.id
08225467****
yan****@fahutan.untan.ac.id
08539198****
h****anti@fahutan.untan.ac.id
0812575****
****aida@fahutan.untan.ac.id
08131036****
D****na@fahutan.untan.ac.id
08134533****
gan****@fahutan.untan.ac.id
0812569****
****trifanjani@fahutan.untan.ac.id
08538626****
****rlina@fahutan.untan.ac.id
08125719****
lol****@fahutan.untan.ac.id
08135220****
fathul****@fahutan.untan.ac.id

전문 분야
천연자원 경제
산림 관리
환경 과학
목재 기술
천연자원 보전
천연자원 보전
유역 관리
산림 유전학
천연자원 보전
산림 관리
분수계 관리
조림학
천연자원 보전
목재 기술
목재 기술
목재 기술
천연자원 보전
산림 관리
조림학
임산물 기술
임산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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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49 Yeni Ma****, S.Hut, M.Sc

18-03-1980

50 M****i, S.Hut, M.Si

19-07-1976

51 Dr. Siti M****oh K., S.Hut, M.Si

09-07-1972

52 Dr. Rosa S****tini, S.Hut, MP

15-07-1978

연락처/
E-mail
08575039****
yeni****@fahutan.untan.ac.id
08125719****
****ihati@fahutan.untan.ac.id
08128051****
****tikawati@fahutan.untan.ac.id
08218170****
****osa@fahutan.untan.ac.id

전문 분야
임산물 기술
임산물 기술
보전 및 식물학
식물병리학

3. Hassanudin 대학
No.

성명

출생일

연락처/
E-mail

전문 분야

1

Dr. A. Mu****id M., S.Hut, MP

08-02-1969

Mujetahi****as@yahoo.co.id

수확 공학

2

Ir. Abd. Ra****d Kalu, MP

12-09-1951

-

산림 관리

3

Prof. Dr. Ir. A****n Achmad, M.Sc

20-06-1957

amh****@yahoo.com

생물 보전

4

Andang Su****na Soma, S.Hut, MP

25-03-1978

s_anda****@yahoo.com

5

Dr. Andi De****Yunianti, S.Hut, MP

06-06-1970

****ti_yunianti@yahoo.com

목재 기술

6

Dr. Ir. Andi S****tto, MP

15-09-1970

****potto@yahoo.com

천연 실크

7

A****nny, S.Hut, M.Si

14-05-1976

****anny@gmail.com

보존 관리

8

Dr. As****i, S.Hut, M.Si

15-03-1973

****te_arif@yahoo.com

목재 화학

9

Dr. Ir Ba****ddin, MP

05-11-1965

****baharuddin@ymail.com

비임산물 기술

10 Dr. Ir B****, M.Sc

13-06-1962

****ibakri10@yahoo.co.id

목재 공학

11 Dr. Ir. Beta Pu****o, M.Sc

18-04-1954

****utranto@yahoo.com

산림 측정학

12 Ir. Bu****n, MP

28-12-1967

****assapi@yahoo.com

산림 곤충

13 Ir. B****man Bacthiar, MS

26-06-1958

****pesan@yahoo.com

산림 토양 과학

14 Prof. Dr. Daud Mala****m, M.Agr.

09-02-1954

****amassam@yahoo.co.id

산림 조사

15 Prof. Dr. Ir. Dhamal S****i

27-09-1948

****malsanusi@yahoo.com

펄프 및 제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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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출생일

연락처/
E-mail

16 G****ty, SP, MP

20-11-1979

****yhody@ymail.com

산림 바이오기술

17 Ira Tas****i, S.Hut., M.Si

31-05-1976

****qira@yahoo.com

목재 기술

18 Prof. Dr. Ir. Iswara G****a, M.Si

15-05-1963

-

산림 공학

19 Mak****, S.Hut, M.Si

17-03-1970

Ak****unhas@yahoo.com

산림 관리

20 Dr. Ir. M. Asar Said M****b, MP

07-11-1968

as****ma@unhas.ac.id

21 Ir. Muh****d Agung, MP

17-12-1958

-

산림 병해

22 Mu****d Alif KS., S.Hut., M.Si

31-08-1979

****mksr@gmail.com

산림 경제학

23 Prof. Dr. Ir. Mu****d Dassir, M.Si

05-10-1967

****ssir@yahoo.com

사회 인류학

24 Prof. Dr. Ir. Muh**** Nurdin, M.Agr.

01-02-1963

-

25 Prof. Dr. Ir. Muh. R****u, MP

04-09-1965

t****id@yahoo.com

산림 유전학 및 수목 육종

26 Mu****, S.Hut., MP

09-02-1978

Mu****blk@yahoo.co.id

산림 유전학 및 수목 육종

27 Prof. Dr. Ir. M****l Muin, M.Sc

14-03-1965

****srizal@yahoo.com

목재보존

28 Prof. Dr. Ir. N**** Putu Oka, M.Sc

30-03-1960

ngaka****@gmail.com

산림 생태학

29 Dr. Ir. Ri****, M.SE

12-01-1968

****af@yahoo.com

산림 경제

30 Dr. Risma Illa M****, S.Hut., M.NasSt.

17-03-1977

****zzy2000@yahoo.com.au

야생동물 관리

31 Dr. Ir. Roland A****er Barkey

14-06-1954

****dbarkey@gmail.com

지리정보 관리

32 Sa****i Saad, S.Hut., M.Si

05-07-1982

****tanti@yahoo.com

생물복합 기술

33 Prof. Dr. Ir. Samuel Arung Pa****an

15-01-1955

****elpaembonan@yahoo.co.id

34 Ir. Sitti N****i, MP

10-14-1968

****iko@yahoo.com

산림 곤충

35 Dr. Suh****, S.Hut., M.Si

02-04-1969

****man@yahoo.com

생물복합 기술

36 Prof. Dr. ****man, S.Hut., MP

18-09-1970

supratm****has@gmail.com

No.

성명

전문 분야

임산물 마케팅

산림 복원

조림학

산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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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연락처/
E-mail

37 Syah****h, S.Hut., M.Si

15-08-1970

I****unhas@yahoo.com

목재 화학

38 Prof. Dr. Ir. Sya**** Alam, MS.

20-04-1959

-

산림 경제학

39 Sy****su Rijal, S.Hut, M.Si

08-01-1977

****rijal@gmail.com

임업 계획

40 Dr. Ir. Sy****din Millang, MS

17-06-1960

****ang60@yahoo.com

혼농임업

41 Dr. Ir.Us****n Arsyad, MS

07-01-1954

****n.arsyad@yahoo.co.id

산림 복원

42 Prof. Dr. Y****n, S.Hut., M.Si

06-12-1969

****anforest@yahoo.com

사회 임업

43 Ag****im, S.Hut., M.Si

19-08-1983

****salim.madjid@yahoo.co.id

목재 과학

44 Wa****ni, S.Hut., M.Hut.

09-10-1958

****w@yahoo.co.id

유역 관리

-

****biotek.fahutan@gmail.com

03-04-1986

****banfore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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