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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까지도 인도네시아에서 외딴 주(province) 파푸아의 원시림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현재 산업형 플랜테이션이 대거 유입으

로 이 지역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며 세계 수출용 원자재 생산을 위해 생태

계뿐 아니라 토착민들(Indigenous Peoples)의 토지를 개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인 무림 페이퍼(Moorim Paper)는 목재 플랜테이션 자회사인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PT PNMP)를 통해 6만 4,000 ha 규

모의 조림 사업지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생물다양성 핵심 중

심지(biodiversity hotspot) 안에 위치하여, 습지, 사바나가 만나 충적 역

학을 특징으로 하는 특별하고 섬세한 생태계를 품고 있다. 숲에서는 영리

한 나무 캥거루들이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고, 땅에서는 화식조들이 

거친 머리칼같은 독특한 깃털을 휘날리며 뛰어다닌다. 이 지역은 IUCN 멸

종우려종 적색목록(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에 등록된 40

종의 포유류, 30종의 파충류, 130종의 어류의 서식지이다.

이 지상낙원이 제지생산의 원료인 목재칩을 생산하기 위해 파괴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동안 무림페이퍼는 정부 허가사업장 내 6,000 

ha 이상의 산림을 개간했고, 여기에는 일차림과 이탄지까지도 포함된다. 

향후 몇년 간 더 많은 숲이 개간될 위험에 처해 있다.

사업지의 산림 및 습지는 여러 전통 부족의 관습적 토지(customary land)

이기도 하다. 부족들의 사고야자숲과 소부락, 낚시못과 사냥지가 사라졌

으며, 주민들은 이제 식량을 구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한다. 심지어

는 이들의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담은 성소(sacred sites)까지도 불도저

에 밀려버렸다. 사실 이 지역이 갖는 특별한 가치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PT PNMP는 현재까지 정확히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고 유실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왔다. 토착민들의 

성소, 생물다양성 중심지, 사고숲, 탄소 흡수원인 이탄지 등 파괴되면 비난

의 대상이 되거나 구제책을 요할 수 있는 것이면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괴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무림페이퍼는 자사의 사업으

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필요한 보호적 조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

될 때까지 추가 개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이미 파

괴한 산림지역의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 토착 부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

며, 전통적 토지의 모든 사용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원칙을 이행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

야 한다. 그리고 기존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2년 전, 본 보고서에 서명한 여러 NGO 들은 무림 페이퍼에 연락을 취해 무

림의 사업장이 지닌 귀중한 가치에 대해 알리려 했다. 회사측에서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본 보고서가 편집되는 중에도 산림 개간은 계속해

서 확대되었다. 해당 NGO들이 끈질기게 연락을 취한 결과 마침내 무림사

에게서 일부 답변을 얻는 데 성공하였으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

은 없었다. 그들이 파괴하고 있는 보존가치를 신중하게 식별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인 추가 개간에 대한 즉각적인 모라토리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

지 않았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무림 페이퍼가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않는다면, 무림 페이퍼의 바이어, 금융 자본가, 사업 파트너들은 무림

과의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금융 및 용역 계약을 철회 및 중단해야 한다.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의 노동자의 가족들 ©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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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왜 열대우림이 중요한가

사라져가는 우리 지구의 숲

8천년 전에는 지구의 광대한 면적을 청정 산림이 덮고 있었다. 
오늘날 원상태의 대지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이 온전하게 남아있다.1 
세계의 열대우림중 절반 가량이 개간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이 최근 
50년동안 일어났다.2

산림파괴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대량 멸종을 유발하며, 식량안
보를 위협하고, 새로운 전염병을 창궐시키면서 우리 세상의 완전성
과 미래에 직접적 위협을 끼친다. 

⦁ 기후
산림은 바이오매스와 토양에 탄소를 포집함으로써 탄소 순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산림이 파괴되면 탄소를 대기로 재방출하기 때문에 두 번째

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된다. 산림파괴 및 이탄지 황폐화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인위적 배출량(man-made emissions)의 15% 이상을 차지한

다.3

⦁ 생물다양성과 집단 멸종
산림은 세계 육상 생물다양성의 80%가 서식하는 곳이며, 대부분이 열대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이 산림파괴, 산림황폐화, 기후변

화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4 산림 훼손 및 손실은 급격한 생물종 

손실의 원인이 되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배경(background)," 또는 예상 

자연 멸종률(매우 보수적 추산치)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빠를 것으

로 추산한다. 과거 지구 역사상 있었던 대량 멸종 사건과는 달리, 오늘날의 

멸종 현상은 단일종-우리 인간-에게 거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5 지질학 역사상 5번의 대멸종 이후 나타난 이 현상은6, 흔히 "제6차 멸

종위기"라고 불리며 6,500만년 전 공룡 멸종 이후 최악의 멸종 사건이다. 

그리고 산림 서식지의 소실이 이 멸종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 Pusaka

1. World Resources Institute (University of Maryland, Greenpeace, World 
Resources Institute) https://intactforests.org/world.map.html
2.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http://www.fao.org/docrep/016/i3010e/
i3010e01.pdf World Resources Institute (University of Maryland, Greenpeace, 
World Resources Institute) https://www.intactforests.org/world.map.html  
3. Werf, G. R. van der; et al., CO2 emissions from forest loss. Nature Geoscience, 
2009, https://www.nature.com/articles/ngeo671 
4. FAO, The world’s forests: a wealth of biodiversity, March 2020,https://www.
fao.org/publications/highlights-detail/en/c/1267161/
5. IUCN, Species Extinction – The Facts, https://www.iucn.org/sites/dev/files/
import/downloads/species_extinction_05_2007.pdf 
6.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http://www.fao.org/docrep/016/i3010e/
i3010e01.pdf  IUCN, Forests and climate change, February 2021, https://www.
livescience.com/51281-sixth-mass-extinction-is-here.html

https://intactforests.org/world.map.html
https://www.fao.org/3/i3010e/i3010e01.pdf
https://www.fao.org/3/i3010e/i3010e01.pdf
https://intactforests.org/world.map.html
https://www.nature.com/articles/ngeo671
https://www.fao.org/publications/highlights-detail/en/c/1267161/
https://www.fao.org/publications/highlights-detail/en/c/1267161/
https://www.iucn.org/sites/dev/files/import/downloads/species_extinction_05_2007.pdf
https://www.iucn.org/sites/dev/files/import/downloads/species_extinction_05_2007.pdf
http://www.fao.org/docrep/016/i3010e/i3010e01.pdf
http://www.fao.org/docrep/016/i3010e/i3010e01.pdf
https://www.livescience.com/51281-sixth-mass-extinction-is-here.html
https://www.livescience.com/51281-sixth-mass-extinction-is-he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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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1억 6,000만명의 사람들이 산림 자원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7 

농촌 지역의 극빈곤층 주민 약 90%가 생계 수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림에 의존한

다.8 산업형 플랜테이션의 확장을 위한 토지 수탈과 산림파괴는 이들의 식량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끼친다.

⦁ 전염병
산림파괴와 토지 개간은 코로나와 같은 동물원성 바이러스 출현의 주 요인이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유행병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한 연구에 

따르면 전염병의 발병은 산림파괴 및 단일종 재배 플랜테이션 지역에서 발생할 확률

이 더 높다.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산림에서는 다양한 포식자와 서식지가 

질병을 자연적으로 거르고 차단한다. 그러나 이것이 아카시아나 유칼립투스 

플랜테이션(또한 기름야자나무나 기타 작물)으로 대체될 경우, 특수종(specialist)

은 멸종하고 일반종(generalist)만이(예: 쥐와 모기) 창궐하여 인간 및 비인간의 

서식지에 병원균을 퍼뜨린다.9 신규 전염병의 약 70%가 산림파괴와 연관될 수 

있다.10 

Buepe 마을 사람들© Okto

7.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2020, http://www.fao.org/state-of-forests/en/ 
FAO, The state of the world forest genetic resource, 2014, http://www.fao.org/3/a-i3825e.pdf 
8.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http://www.fao.org/docrep/016/i3010e/i3010e01.pdf 
FAO, 2018 http://www.fao.org/state-of-forests/en/ 
9. Serge Morand and Claire Lajaunie, Outbreaks of Vector-Borne and Zoonotic Diseases Are 
Associated With Changes in Forest Cover and Oil Palm Expansion at Global Scale, March 2021,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vets.2021.661063/full 
10. Kate E. Jones et al., Global trends i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Nature, February 2018,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06536

https://www.fao.org/state-of-forests/en/
http://www.fao.org/3/a-i3825e.pdf
http://www.fao.org/docrep/016/i3010e/i3010e01.pdf  FAO, 2018 http://www.fao.org/state-of-forests/en/
http://www.fao.org/docrep/016/i3010e/i3010e01.pdf  FAO, 2018 http://www.fao.org/state-of-forests/en/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vets.2021.661063/full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0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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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 DeFries et al., Increasing isolation of protected areas in tropical forests over the past twenty years, February 2005, https://esajournals.onlinelibrary.wiley.com/
doi/abs/10.1890/03-5258 and R. Bierregaard et al., The biological dynamics of tropical rainforest fragments, December 1992, http://faculty.washington.edu/timbillo/
Readings%20and%20documents/ABRIDGED%20READINGS%20for%20PERU/Bierregard%20et%20al.%20Bioscience%20%20dynamics%20of%20Amazon%20fragments.pdf
12. World Resources Institute, Indonesia, https://www.wri.org/blog/2018/11/indonesias-last-forest-frontier-3-facts-know-about-papua 
13. Global Forest Watch, Indonesia, Papua, https://www.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IDN/23/
14. Koalisi Indonesia Memantau, Planned Deforestation: Forest Policy in Papua. February, 2021, https://auriga.or.id/cms/uploads/pdf/report/7/1/planned_deforestation_
in_papua_en.pdf 

파푸아의 열대우림

동남아시아의 열대림은 베트남, 중국, 라오스, 버마,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에 걸쳐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림 중 하나였다. 여전히 세계 동식물 
약 2/3에게 이곳이 주요 서식지이지만  , 지난 한 세기 동안 상당부분이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주목할 만한 예외 케이스였다. 20세
기 말까지도 수마트라, 보르네오, 뉴기니 섬은 여전히 무성한 정글로 뒤덮
여 있었다. 1990년 이후 펄프목재와 팜유 플랜테이션, 그리고 채굴 및 
기타 산업활동의 확대로 이들 섬의 상당부분이 파괴, 훼손되었다. 오늘날 
뉴기니 섬 서쪽에 위치한  파푸아와 서파푸아 주의 산림 경관만이 대부분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원시림 지대는 플랜테이션 확장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필요한 산업들의 
관심을 끈다. 이들 산업에서는 산림지대의 토지를 새로운 개척지로 여기
며, 토지를 향한 갈망은 자연 서식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12 2020년 파푸
아에서 17,800ha의 일차림이 손실되었으며 이는 1,450만 톤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발생시켰다.13 현재 파푸아의 산림은 산림파괴 현장의 
새로운 전선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아시아에 남은 최후의 온전한 산림 
중 하나를 잃을 위기에 봉착했다.
뉴기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시 열대우림을 품고 있으며, 이 곳의 토착 생물 뿐 아니라 
인간 문화의 다양성은 경이로울만큼 풍부하다. 뉴기니는 파푸아 뉴기니와 
인도네시아령(파푸아 주와 서파푸아 주)으로 나뉜다.
파푸아 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정 일차열대우림이 있다. 
2000년 기준 파푸아 영토의 94%가 천연 산림으로 덮여 있었다. 
계속되는 산림파괴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산림 대부분이 2018년 말까지도 
유지되었다: 3,380만ha, 또는 주 전체 토지 면적의 86.2%에 해당하는 
일차림이 남아있다.14

지도1 :파푸아 주와 서파푸아 주, 글로벌포레스트와치(Global Forest Watch) 

https://esajournal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890/03-5258
https://esajournal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890/03-5258
http://faculty.washington.edu/timbillo/Readings%20and%20documents/ABRIDGED%20READINGS%20for%20PERU/Bierregard%20et%20al.%20Bioscience%20%20dynamics%20of%20Amazon%20fragments.pdf
http://faculty.washington.edu/timbillo/Readings%20and%20documents/ABRIDGED%20READINGS%20for%20PERU/Bierregard%20et%20al.%20Bioscience%20%20dynamics%20of%20Amazon%20fragments.pdf
https://www.wri.org/insights/indonesias-last-forest-frontier-3-facts-know-about-papua
https://www.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IDN/23/
https://auriga.or.id/cms/uploads/pdf/report/7/1/planned_deforestation_in_papua_en.pdf
https://auriga.or.id/cms/uploads/pdf/report/7/1/planned_deforestation_in_papua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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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라와 보르네오와 같은 다른 인도네시아 섬들의 경우 산림파괴 상태가 심각하다. 
15,000~20,000 종의 식물, 602종의 조류, 125종의 포유류가 파푸아 주에 서식한다. 토착종
의 절반은 이곳이 '유일한' 서식지인 고유종이다.15 또한 파충류 223종이 서식하고 이 중 35%
가 고유종이다.  최근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뉴기니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
성이 지닌 곳이다.16

나무 캥거루, 극락조, 레인보우 피시, 비단 나비 등 대표적 동물들이 이 우림에서 번성하고 있
다. 이 중 많은 동식물들이 아직까지 정식 분류되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천 개 이상의 신규 
종들이 뉴기니섬 또는 그 주변부에서 발견되었다. 과학자들은 1998년~2008년 기간 동안 평
균 매주 2종의 신규 종을 발견했다─요즘 시대에는 거의 없는 일이다.17 전례 없는 속도로 '개
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식물의 서식지인 산림이 파괴되기 때문에 많은 생물종들이 과학
자들에게 발견되기도 전에-혹은 직후에-멸종 위기에 처한다.18

15. Sri Nurani Kartikasari et al., Ekologi Papua, 2012, https://sites.lsa.umich.edu/wp-content/
uploads/sites/162/2014/09/Kartikasari-Marshall-Beehler-2012-Ekologi-Papua.pdf 
16. Rodrigo Cámara-Leret et al., New Guinea has the world’s richest island flora, Nature, August 
2020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0-2549-5 
17.  National Geographic, Thousands of New Species Found in New Guinea, June 2011, https://
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1/06/pictures/110627-new-species-rare-animals-
papua-new-guinea-wwf/
18. Reuters, Indonesia president makes moratorium on forest clearance permanent, August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onesia-environment-forest-idUSKCN1UY14P

https://sites.lsa.umich.edu/wp-content/uploads/sites/162/2014/09/Kartikasari-Marshall-Beehler-2012-Ekologi-Papua.pdf
https://sites.lsa.umich.edu/wp-content/uploads/sites/162/2014/09/Kartikasari-Marshall-Beehler-2012-Ekologi-Papua.pdf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0-2549-5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1/06/pictures/110627-new-species-rare-animals-papua-new-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1/06/pictures/110627-new-species-rare-animals-papua-new-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1/06/pictures/110627-new-species-rare-animals-papua-new-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onesia-environment-forest-idUSKCN1UY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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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민

뉴기니섬은 약 312개의 토착 부족들이 거주하며 257개의 언어가 사용되
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인류 문화 다양성의 중심지이다.
이곳의 소수민족 그룹들은 지역의 땅과 깊은 역사적, 정신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전통 부족들과 서식 동식물로 구성된다. 2010년 기준 인도네시
아령 파푸아 지역에 44개의 미접촉부족(uncontacted)이 존재하는 것으
로 추산되었다.19

이들 토착 부족이 산업 개발로 인한 위험에 처해 있다. 플랜테이션의 확장
으로 인해 토착민들은 고유의 삶의 방식을 지속시키고, 피난처와 음식, 옷
을 제공하고, 부족의 문화적 가치를 상징하는 토지와 숲을 잃었다.
최근 수십 년간, 수출용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형 플랜테이션의 확장
으로 인해 토지 수탈이 심화되었고 뒤따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토착 
민족의 삶은 전통적 토지와 토지를 지탱해주는 숲의 상실로 인해 직접적 
위협을 받는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인도네시아의 주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인도네
시아의 사회적 분쟁은 대부분 관습적 토지의 전용과 관련된다. 이는 인도
네시아 정부가 전체 토지의 70% 이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여기
에 지역 공동체의 관습적 토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바 밖의 수마
트라, 보르네오, 뉴기니가 해당된다. 최근까지 정부는 전통적 토지권을 완
전히 인정해주지 않았으며,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가 기업들의 아카시아나 
기름야자나무 등의 플랜테이션 개발에 쓰이도록 허가해 주었다. 
1990년대의 중앙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산림사업 허가지를 양허하는 권
한이 리젠시(regency) 지도자(국가 지도자가 아닌)에게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막대한, 그리고 대부분이 부패한 토지 이전이 
증가했다. 20세기 초반 10년간 펄프, 제지, 팜유의 폭발적인 국제 수요 증
가는 대대적인 토지 수탈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19. 비접촉부족들은 이웃 공동체와 국제 사회와의 지속적인 접촉 없이 살아가는 토착민 공동체 또는 그룹이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urvival International), Question 
and answers: Uncontacted tribes of Papua, 2010 https://www.survivalinternational.org/articles/3122-questions-and-answers-uncontacted-papua 
20. The Jakarta Post, Restoring forest rights restores sense of nationhood, June 2013,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3/06/05/insight-restoring-forest-rights-restores-sense-nationhood.html
21. W.E. van der Muur, Land rights and the forces of Adat in democratizing Indonesia: continuous conflict between plantations, farmers, and forests in 
South Sulawesi, 2019, https://openaccess.leidenuniv.nl/handle/1887/68271
22. Bilveer Singh, The Indonesian Military Business Complex: Origins, Course and Future, Strategic and Defence Study Centre, February 2001, 
https://openaccess.leidenuniv.nl/handle/1887/68271
23. Awas MIFEE, “Three Years of MIFEE (part 2): First Villages Feel the Impact as the Plantation Menace Spreads”, 23 October 2013, 
http://bit.ly/160gEGU 
The International Coalition for Papua (ICF), Human Rights and Peace for Papua, Website, http://bit.ly/247k6GO Human Rights Watch, Something to 
hide? Indonesia’s Restrictions on Media Freedom and Rights Monitoring in Papua, November 2015, http://bit.ly/1TKFQ9S 
24.  UNO,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September 2007, 
https://www.un.org/development/desa/indigenouspeoples/declaration-on-the-rights-of-indigenous-peoples.html

2013년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관습적 산림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
정하며 이전까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던 수백만 헥타르의 산림 토지를 
토착민과 전통적 소유주에게 돌려주었다.20 이러한 획기적 결정에도 불구
하고, 관습적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21 
실제로 기존 규정에 따라 전통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시간
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역 
공동체 전반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
네시아에서는 민간이나 공공 주체가 연루된 분쟁 상황의 경우 전통적 토지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
오랜 기간 군사 점령 하에 있었던 파푸아 주에서는 정치적 긴장이 사회 분
쟁을 악화시켰다. 근래에는 파푸아의 무장 분리주의군(the Organisasi 
Papua Merdeka, OPM, Merdeka-자유파푸아운동(the Free Papua 
Movement))의 수차례 습격으로 군의 폭력적, 무차별적 탄압이 발생했다. 
플랜테이션이나 채굴 산업은 경찰과 군 장교의 보호 하에 전통적 토지를 
점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회적 분쟁
을 독립운동과 연계된 것으로 프레이밍하여 더 강한 보복행위를 유발하려 
할 수 있다─군대가 전통적으로 일부 사업에 갖고 있는 직접적 이해관계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는 요인이다.22 실제로 군대가 사업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 상황을 보면 파푸아 와 서파푸아주 내에 주둔해 있는 막대한 
병력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탐사자를 동반한 군 인력의 등
장은 여전히 마을을 극심한 공포에 빠뜨린다.23

UN 토착 민족 권리 선언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각 지역 공동체의 자기결정
권을 인정함으로써 파푸아의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토착민들의 권리를 강
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24

Buepe 주민 ©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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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urvivalinternational.org/articles/3122-questions-and-answers-uncontacted-papua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3/06/05/insight-restoring-forest-rights-restores-sense-nationhood.html
https://openaccess.leidenuniv.nl/handle/1887/68271
https://www.un.org/development/desa/indigenouspeoples/declaration-on-the-rights-of-indigenou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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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 주의 펄프 목재 플랜테이션은 팜유 플랜테이션과 함께 급격히 확장
되어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산림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막대한 산림지대가 파괴되고 있으며, 금전적이나 식량 안보의 이
익은 거의 없이 지역 생계와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펄프 목재 플랜테이션은 1980년대 미국 기업인 스캇페이퍼(Scott 
Paper)25 , 인도네시아 기업인 PT Astra와 협력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지
역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세워진 PT Astra-Scott Cellulosa는 
메라우케(Merauke) 지역의 토지 20만 ha 를 유칼립투스 플랜테이션으로 
전용하는 계획을 세웠다.26 약 15,000명의 수렵채집 토착주민의 땅도 스
캇페이퍼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 캠페인의 압박을 받으면서 스
캇페이퍼는 막판에 이 계획을 철회했다.27 정부가 다른 파트너 기업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1992년 PT Astra는 재정 문제로 사업을 
철수했다.28

그러나 수익성만 있다면 아무리 유해한 사업이라도 완전히 철폐되지는 않
는다. 겉모습만 바뀌어 돌아올 뿐이다. PT Astra는 이후 섬유 업계의 레이
온 공급업체인 텍스마코(Texmaco)로 대체되었다. 1989년 일본 대기업
인 마루베니(Marubeni)가 PT Bintuni Utama Mruni와의 사업으로 빈
투니 만(Bintuny bay)의 300 ha규모 맹그로브 지역에서 목재 칩을 수입
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에는 아무투 베자르 섬(Amutu Besar Island)에 칩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때 환경 영향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
으며, 해당 사업장이 보전 산림으로 지정된 지역과 중복되면서 사업 허가 

파푸아의 산업형 펄프 목재 플랜테이션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29. 당시 일본에서는 NGO 단체인 JATAN과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몇 년간 목재 섬유 플랜테이션을 짓기 위한 더 많은 사업부지들이 허
가되었지만 전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적다. 2009년 석유기업인 메드코
(Medco, 에너지 재벌이자 독재자 수하르토(Suharto) 전 대통령30의 측근
인 아리핀 파니고로(Arifin Panigoro)가 경영 )가 메라우케에 목재칩 공장
을 설립했고 매년 50만 톤의 펄프와 제지를 생산하는 공장 설립까지도 계
획했다. 이 공장 사업은 결국 철회되었지만 이미 Medco가 막대한 규모의 
열대우림을 파괴하여 아카시아 플랜테이션으로 바꿔버린 후였다.
현재 Medco사는 PT Medcopapua Alam Lestari의 74,000 ha 규모 
사업장을 통제하고 있다. PT Medcopapua Alam Lestari는 자사의 숲
을 개벌했고, 여기에서 생산한 목재칩을 한국에 수출했다. 지역 생계와 생
물다양성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지만, 수익은 저조했다.31 최근 Medco
는 현지 바이오연료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식재한 나무를 사용하기 시
작했지만, 이 사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Medco는 또한 한국 기업 LG 
International과의 협력을 통해 301,600 ha 규모의 PT Selars Int 
Semesta 사업장도 통제하고 있는데32, 이 역시 열대우림과 전통적 사고 
야자숲을 개간하여 만든 것이다.33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의 어린 나무들 © Okto

25. 1995년 Kimberly-Clark Corporation에서 인수
26.  Rapol, December 1988, http://vuir.vu.edu.au/26201/1/TAPOL90_compressed.pdf 
27.  Seamus Cleary, The Role of NGOs under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s, Macmillian Press, London 1997
28.  Down to Earth, Twenty-two years of top-down resource exploitation in Papua, November 2011, http://www.downtoearth-indonesia.org/story/twenty-two-years-top-
down-resource-exploitation-papua 
29.  Arne Kalland, Gerard Persoon, Environmental Movements in Asia, Curzon Press, 1998
30. The Independent, Indonesia's liberals fear new President’s military ties could undermine democracy, July 2001,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
indonesia-s-liberals-fear-new-president-s-military-ties-could-undermine-democracy-9213414.html 
31.  Awas MIFEE, Three Years of MIFEE (part 3): As the forest is felled where’s the rice?, October 2003, https://awasmifee.potager.org/?p=584 
32.  LG International (2009): LGI Enters Industrial Forestation Business In Indonesia http://www.lgicorp.com/en/about/global
33.  Awas MIFEE, PT Selaras Inti Semesta has cleared important sites for the Malind People, December 2013, https://awasmifee.potager.org/?p=682

http://vuir.vu.edu.au/26201/1/TAPOL90_compressed.pdf
http://www.downtoearth-indonesia.org/story/twenty-two-years-top-down-resource-exploitation-papua 
http://www.downtoearth-indonesia.org/story/twenty-two-years-top-down-resource-exploitation-papua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indonesia-s-liberals-fear-new-president-s-military-ties-could-undermine-democracy-9213414.html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indonesia-s-liberals-fear-new-president-s-military-ties-could-undermine-democracy-9213414.html
http://www.lgicorp.com/en/about/global
https://awasmifee.potager.org/?p=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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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부는 메라우케를 산업형 농업 성장을 위한 우선순위 지역으로 
정했다.  2010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메라우케 식량 및 에너지 복합 
생산지구(MIFEE)의 128만 ha토지가 인도네시아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
족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농업용도로 전환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이 산림 
지역이었다. 대규모의 토지가 작물 재배를 위해 PT Medcopapua등 45개 
기업에게 주어졌다. 
MIFEE 사업은 사실상 식용 작물의 대량 생산에 실패했다. 산업형 쌀 생산 
사업은 100 ha의 시범 사업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실제로 쌀을 
재배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였던 Medcopapua의 사업장 지역에서는 
영양실조로 인한 아동 사망이 보고되고 있다.34

MIFEE 사업을 통해 얻은 뚜렷한 결과는 다음이 유일하다:
•목재 섬유와 팜유 등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토지 강탈; 
•만연한 부패와 군사화 혐의35

•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수많은 갈등36  

실제 MIFEE의 경제적 효과는 저조했다. 
현재까지 이 지역의 목재-섬유 사업부지는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산림이 파괴된 지역 © Okto

11

34. Awas, MIFEE and GRAIN, Relaunching destruction in Papua: monoculture 
agriculture project threatens indigenous lands and livelihoods, August 2015, 
https://www.grain.org/en/article/5247-relaunching-destruction-in-papua-
monoculture-agriculture-project-threatens-indigenous-lands-and-livelihoods 
35.  Longgena Ginting, Oliver Pye, Resisting Agribusiness Development: The 
Merauke Integrated Food and Energy Estate in West Papua, Indonesia, 2013, 
https://www.ssoar.info/ssoar/bitstream/handle/document/37427/ssoar-aseas-
2013-1-ginting_et_al-Resisting_agribusiness_development_the_Merauke.pdf
36. Demands and Aspir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River (Kali) Bian – River 
(Kali) Maro, Papua, December 2012, https://sawitwatch.or.id/download/Press%20

Release%20Eng.pdf 

https://www.grain.org/en/article/5247-relaunching-destruction-in-papua-monoculture-agriculture-proje
https://www.grain.org/en/article/5247-relaunching-destruction-in-papua-monoculture-agriculture-proje
https://www.ssoar.info/ssoar/bitstream/handle/document/37427/ssoar-aseas-2013-1-ginting_et_al-Resisting_agribusiness_development_the_Merauke.pdf
https://www.ssoar.info/ssoar/bitstream/handle/document/37427/ssoar-aseas-2013-1-ginting_et_al-Resisting_agribusiness_development_the_Merauke.pdf
https://sawitwatch.or.id/download/Press%20Release%20Eng.pdf 
https://sawitwatch.or.id/download/Press%20Release%20Eng.pdf 


12

무림페이퍼의 등장 

2011년 11월 한국 제지회사 무림 페이퍼의 통제 하에 있으며 비교적 덜 
알려진 목재 섬유 플랜테이션 기업이었던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에게 신규 사업장이 허가되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산림벌채의 바람
이 불기 시작했다. 이 사업 역시 MIFEE의 일환이었지만 한국으로 목재 칩
을 수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제지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도
네시아의 식량이나 에너지 생산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채가 시작된 이후 6년간 
6,000 ha 이상의 면적이 개간되어 지역 내 열대우림에게는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의 생물다양성 마지막 보고에 드리운 새로운 위협을 중
점적으로 다룬다. 

무림 사옥 (서울) ⓒAPI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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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간을 위한 굴삭기 운전사를 모집한다는 무림-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의 공고

무림 페이퍼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PT Plasma Nutfah Marid Papua(PT PNMP)는 메라우케 리전시(Merauke 
Regency)의Okaba와 Kaptel 내 부에페 마을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37, 
이곳의 천연 식생을 개간하고 아카시아(plants Acacia mangium)와 
유칼립투스(Eucalyptus pelita)를 심는다. 사업장은 64,050 ha에 걸쳐 있고
38, 천연림과 일부 일차림, 계절성 충적 습지, 기타 생물군을 포함한다. 
PT PNMP는 무림 P&P(99.74%)와 무림 페이퍼(0.26%)가 소유하고 있으며
39 2014년 무림 그룹에서 인수하였다.40 (다른 출처들에서는 2011년에 이미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명시)41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Pusaka

37. 파푸아주지사의 추천서: Rek. 522.2 / 2311, 2008년 9월 4일; 사업장은 Okaba와 
Kaptel 지역 내에 위치한다. 산림부 장관의 결정 공문 번호IUPHHK-HTI. SK.648 / Menhut-
II / 2011년 11월 14일, Okaba와 Kaptel 지역의 총 64,050 ha 면적. 구역 위치:  E 139 30 
̊00"- E 140 03 ̊38" BT S 07 52 ̊43"- S 08 02 ̊57"
38.  LDPI Naturalizing Land Dispossession: A Policy Discourse Analysis of the 
Merauke Integrated Food and Energy Estate, http://citeseerx.ist.psu.edu/
viewdoc/download?doi=10.1.1.461.2115&rep=rep1&type=pdf

39.  한국 기업 공시 시스템에 제출된 무림P&P 기업 반기보고서(2021년 8월) http://dart.
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000974 ((국문 원문)
40.  한국의 구인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요 사업 설명: 국내 유일 종합 펄프 및 제지 생
산 공장을 운영하는 무림그룹에서 펄프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14년에 인수한 인도네
시아 현지 산림 법인이다. 현재 파푸아에서 펄프의 원재료인 목재 칩 생산을 위한 산업형 플랜
테이션을 운영 중이다. 당사는 또한 파푸아 주 메라우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동 자바의 수라
바야에 지원 사무실이 있다.” WorldJob, 2014  https://bit.ly/35IdvAv
41.  Awas Mifee, Moorim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https://awasmifee.
potager.org/?page_id=171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461.2115&rep=rep1&type=pdf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461.2115&rep=rep1&type=pdf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000974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000974 
https://bit.ly/35IdvAv
https://awasmifee.potager.org/?page_id=171
https://awasmifee.potager.org/?page_id=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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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 페이퍼는 한국에 본사를 둔 펄프 및 제지 제조기업으로 3개의 한국 
계열사를 통해 펄프와 종이제품을 생산한다. 메라우케 지역의 파푸아 주
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질계 섬유 플랜테이션 기업인 PT PNMP를 통제한
다.42 
무림 페이퍼(Moorim Paper, 전 신무림 페이퍼(Shinmoorim Paper Mfg. 
Co., Ltd.))는 무림 SP의 계열사(통칭하여 무림)43이다. 1973년에 설립된 
무림 페이퍼에는 직원 446명이 재직 중이며 매출 9억 2,991만 달러를 기
록하고 있다. 무림 제지 그룹에는 9개의 기업이 소속되어 있다.44

무림 펄프와 페이퍼(무림 P&P, 전 동해 펄프(Donghae Pulp))는 무림 페
이퍼의 자회사이다.45 무림 그룹은 신무림 페이퍼도 통제하고 있다.46

지도2: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무림 페이퍼의 기업 구조. 출처: EPN의 공식 문서 설명. 

42. 무림 홈페이지: https://www.moorim.co.kr:13002/eng/companyinfo/global_network.php?conarea
43.  Federal Register of Korea, October 2007, https://enforcement.trade.gov/esel/south-korea/07-1025.html 
44.  Dun&Bradstreet, https://www.dnb.com/business-directory/company-profiles.moorim_pp_co_ltd.8c741b8
d61c37fb2b5250234a44a7b4b.html
45.  Fastmarkets Risi, Korea’s Donghae Pulp breaks ground for first paper machine, November 2009, https://
www.risiinfo.com/industry-news/koreas-donghae-pulp-breaks-ground-for-first-paper-machine/ 

46. 무림 페이퍼 홈페이지, https://moorim.en.ec21.com/Shinmoorim_Paper--329289.html

https://www.moorim.co.kr:13002/eng/companyinfo/global_network.php?conarea
https://enforcement.trade.gov/esel/south-korea/07-1025.html
https://www.dnb.com/business-directory.html#CompanyProfilesPageNumber=1&ContactProfilesPageNumber=1&DAndBMarketplacePageNumber=1&IndustryPageNumber=1&SiteContentPageNumber=1&tab=Company%20Profiles
https://www.dnb.com/business-directory.html#CompanyProfilesPageNumber=1&ContactProfilesPageNumber=1&DAndBMarketplacePageNumber=1&IndustryPageNumber=1&SiteContentPageNumber=1&tab=Company%20Profiles
https://www.risiinfo.com/industry-news/koreas-donghae-pulp-breaks-ground-for-first-paper-machine/
https://www.risiinfo.com/industry-news/koreas-donghae-pulp-breaks-ground-for-first-paper-machine/
https://moorim.en.ec21.com/Shinmoorim_Paper--3292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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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상품에 대한 잘못된 '친환경'주장

무림 페이퍼는 한국 시장에 최초로 종이 일회용 컵과 빨대를 출시한 친환경 제지 업체이을 자랑스럽게 주장한
다.
무림의 신규 브랜드 “네오포레(Neoforêt)”는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부상한 친환경 종이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림은 네오포레 제품이 인증 산림에서 원자재를 공급 받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제품이라고 주장한다.47 기업 홈페이지에서도 산림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종이 
제조를 위해 심어진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일조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48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상당수 과학 문헌이 오히려 그 반대임을 보여준다: 펄프목재 플랜테이션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과 이탄지 전용은 세계 탄소 배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
지한다.49 (이 비율은 인도네시아에서 63%로 훨씬 높다50). 반면 일회용 종이 제품의 수명은 특히 짧다. 포집
된 탄소가 사용 후 곧 대기로  재방출되고51 매립지에 묻히면 메탄 배출(기후변화 영향이 높은)을 야기할 수 
있다.52 
최근 191개의 환경단체에서 플라스틱과 종이 일회용품이 모두 심각하고 지속적인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기
에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의 
중단을 촉구했다.53 
무림 페이퍼는 자사가 국내 최초로 FSC 인증을 받은 제지업체이자 FSC 인증 산림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임을 
들어 무림의 친환경 인증을 변호한다54. 그러나 중요한 점은 FSC 정책에서 천연림의 플랜테이션 전용과 토착
민 권리 침해를 엄격히 금지함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5  

네오포레 홈페이지 스크린샷 ⓒ네오포레

47.  네오포레 홈페이지: https://www.neoforet.co.kr/neoforet/en/about 
48.  네오포레 홈페이지: https://www.neoforet.co.kr/pr/en/about_paper
49.  Werf, G. R. van der; et al., “CO2 emissions from forest loss”. Nature Geoscience, December 2009, 
https://www.nature.com/articles/ngeo671  and Brack D. et al., ”Forests and Climate Change”, March 2019, 
https://www.un.org/esa/forests/wp-content/uploads/2019/03/UNFF14-BkgdStudy-SDG13-March2019.pdf
50. Tacconi L. et al., Reducing emissions from land use change in Indonesia: An overview, 2019,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38993411830460X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of Indonesia, Second biennial update report, 2018,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Indonesia-2nd_BUR.pdf 
51.  Herberz T. et al.,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a Single-Use Plastics Ban, May 2020, 
https://d-nb.info/1222099179/34 
52.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ddressing Single-use Plastic Products Pollution Using a Life Cycle 
Approach, 2021, https://www.lifecycle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21/02/Addressing-SUP-Products-using-
LCA_UNEP-2021_FINAL-Report-sml.pdf
53. 191 Groups Call for an End to Single Use - Single Use to Systems Change, February 2021, 
https://canopyplanet.org/188-environmental-groups-call-for-an-end-to-single-use-products-as-the-united-nations-
environment-assembly-gets-set-to-discuss-sustainability/
54.  Moorim website: https://www.moorim.co.kr:13002/bbs/board.php?tbl=monews_en&mode=VIEW&num=11&chr=eng
&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1&conarea
55. FSC, Policy for Association, https://fsc.org/en/document-centre/documents/resource/368

https://www.neoforet.co.kr/neoforet/en/about
https://www.neoforet.co.kr/pr/en/about_paper
https://www.nature.com/articles/ngeo671 
https://www.un.org/esa/forests/wp-content/uploads/2019/03/UNFF14-BkgdStudy-SDG13-March2019.pdf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38993411830460X
https://d-nb.info/1222099179/34
https://www.lifecycle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21/02/Addressing-SUP-Products-using-LCA_UNEP-2021_FINAL-Report-sml.pdf
https://www.lifecycle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21/02/Addressing-SUP-Products-using-LCA_UNEP-2021_FINAL-Report-sml.pdf
https://canopyplanet.org/188-environmental-groups-call-for-an-end-to-single-use-products-as-the-unit
https://canopyplanet.org/188-environmental-groups-call-for-an-end-to-single-use-products-as-the-unit
https://www.moorim.co.kr:13002/bbs/board.php?tbl=monews_en&mode=VIEW&num=11&chr=eng&category=&findTy
https://www.moorim.co.kr:13002/bbs/board.php?tbl=monews_en&mode=VIEW&num=11&chr=eng&category=&findTy
https://fsc.org/en/document-centre/documents/resource/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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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PNMP는 메라우케 리젠시(regency)56 Okaba와 Kaptel의 부에페 
마을 근처에 위치하며 이 곳의 천연 식생을 제거하고 아카시아(plants 
Acacia mangium)와 유칼립투스(Eucalyptus pelita)를 심고 있다. 사업
장은 64,050 ha 규모이며57 천연림과 일부 일차림, 계절성 충적 습지, 기
타 생물군을 포함한다
세계 산림 워치(Global Forest Watch)에 따르면, 개간이 시작되기 전 PT 
PNMP가 보유한 사업지는 54,800 ha의 천연림(일부 일차림 포함, 지도 5
참조), 그리고 사바나와 계절성 충적 습지 등 보전 가치를 지닌 기타 서식
지 9,610 ha에58 해당하는 풍부한 산림지대였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MoEF; 지도 4 참조)의 지도는 해당 사업장 지역 내에 일차 및 이차림(건
조지와 습지 모두)을 표기하고 있다.59

이 사업장은 세계 야생동물 기금(World Wildlife Fund)이 지정한 생태
구역 2곳, 남뉴기니 담수 습지림(New Guinea freshwater swamp 
forests)60과 남뉴기니 저지대 우림(New Guinea lowland rain forests)61

이 포함된 섬세한 생물다양성의 군집지에 위치해 있다. (후자는 핵심 글로
벌(Key Global  200) 환경 중 하나이다). 사업장 전체가 문화와 자연이 혼
합된 유적지로,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갖고 있는 트랜스 플라이(Trans-Fly)
생태지역 의 일부이다.62 

지도3: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내와 주변 생태구역. 출처: WWF, 세계의 육상 생태구역, 
https://databasin.org/maps/new/#datasets=68635d7c77f1475f9b6c1d1dbe0a4c4c

56.파푸아 주지사의 추천서: Rek. 522.2 / 2311, 2008년 9월 4일. 사업장 구역은 Ngguti, 
Okaba, Kaptel 지역이다. 산림부 장관 결정 공문 번호IUPHHK-HTI. SK.648 / Menhut-II / 
2011, 2011년 11월 14일, Okaba와 Kaptel 지역의 총 면적 64,050 ha. 부지 위치:139 30 
̊00 "- 140 03 ̊38" BT 07 52 ̊43 "- 08 02 ̊57" LS

57. LDPI Naturalizing Land Dispossession: A Policy Discourse Analysis of the 
Merauke Integrated Food and Energy Estate, https://citeseerx.ist.psu.edu/
viewdoc/download?doi=10.1.1.461.2115&rep=rep1&type=pdf
58. Global Forest Watch, https://gfw.global/3dDqQtY Data elaboration at 
https://gfw.global/3fMN0LE
59.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of Indonesia (MoEF) Simontana, Sistem 
Monitoring Hutan Nasional (National Forest Monitoring System/NFMS) 
https://nfms.menlhk.go.id/peta  
60.OneEarth, Southern New Guinea Freshwater Swamp Forests: https://www.
oneearth.org/ecoregions/southern-new-guinea-freshwater-swamp-forests/; 
map at: https://dopa-explorer.jrc.ec.europa.eu/ecoregion/10121 
61. OneEarth, Southern New Guinea Lowland Rainforests: 
https://www.oneearth.org/ecoregions/southern-new-guinea-lowland-
rainforests/; map at: https://dopa-explorer.jrc.ec.europa.eu/ecoregion/10122 
62. OneEarth, Trans Fly Savanna and Grasslands, 
https://www.oneearth.org/ecoregions/trans-fly-savanna-and-grasslands/ 
63. Unesco, Trans-Fly Complex,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062/; 
map at: https://dopa-explorer.jrc.ec.europa.eu/ecoregion/10708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461.2115&rep=rep1&type=pdf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461.2115&rep=rep1&type=pdf
https://gfw.global/3fMN0LE
https://nfms.menlhk.go.id/peta  
https://www.oneearth.org/ecoregions/southern-new-guinea-freshwater-swamp-forests/
https://www.oneearth.org/ecoregions/southern-new-guinea-freshwater-swamp-forests/
https://dopa-explorer.jrc.ec.europa.eu/ecoregion/10121
https://www.oneearth.org/ecoregions/southern-new-guinea-lowland-rainforests/
https://www.oneearth.org/ecoregions/southern-new-guinea-lowland-rainforests/
https://dopa-explorer.jrc.ec.europa.eu/ecoregion/10122
https://www.oneearth.org/ecoregions/trans-fly-savanna-and-grasslands/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062/
https://dopa-explorer.jrc.ec.europa.eu/ecoregion/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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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초원, 저지대 산림, 담수 습윤림이 섬세
하게 공존하는 곳으로 충적 역학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몬순의 영향을 받는
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우선순위 지역을 보여주는 여러 지도에서 이 사업장 
구역이 가장 핵심적인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임을 강조한다. 
몇 개는 다음과 같다: 

● UN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모니터링센터(United Nations 
Environment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UNEP 
WCMC)와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에서 제작한 생
물다양성 온전성 지도(Maps for Biodiversity Intactness)64  
● IUCN,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 
UN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 모니터링센터에서 제작한 생물다양성 
중요도 지도65 
●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에서 제작한 조류 고유종 지도66 

사업장은 IUCN 적색 위기종 목록67에 등록된 40 종의 포유류, 
30종의 파충류, 130종의 어류의 서식지 범위에 속한다.
본 팀이 인터뷰한 현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희귀 및 멸종위기 동물
들이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종은 나무 캥거루(tree 
kangaroo, genus Dendrolagus)로 IUCN 적색 목록상68 심각한 절멸위급
(Critically Endangered)그룹에서 취약(Vulnerable)그룹으로 지위가 바
뀌었으며 인도네시아 법에 보호를 받는다.69 주민들은 또한 백색 쿠스쿠스
(white cuscus), 딩기소(dingiso), 돼지코거북(pig-nosed turtle), 화식조
(cassowary)도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IUCN 적색 목록에 이름을 
올린 동물들이다.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내 늪지 © Okto 

64.  UNEP-WCMC and Natural History Museum. “Biodiversity Intactness, 
https://data.nhm.ac.uk/dataset/global-map-of-the-biodiversity-intactness-index-
from-newbold-et-al-2016-science and http://gfw2-data.s3.amazonaws.com/
conservation/zip/bd_significance_loss.zip 
65.  IUCN, BirdLife International, and UNEP-WCMC (2016). “Biodiversity importance”, 
2016, https://www.unep-wcmc.org/news/new-global-forest-watch-biodiversity-
maps-help-prioritise-areas-for-conservation
66.  Stattersfield, A.J., Crosby, M.J., Long, A.J. and Wege, D.C. (1998) Endemic Bird 
Areas of the World. Prioriti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BirdLife Conservation 
Series 7. Cambridge: BirdLife International 
https://www.birdlife.org/worldwide/news/endemic-bird-areas-world-priorities-
conservation
67.  IUCN, Spatial Data Download, 
https://www.iucnredlist.org/resources/spatial-data-download
68.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s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s://www.iucnredlist.org/search?query=Dendrolagus&searchType=species
69. PP RI No. 7/1999 and UU NO. 5/1990) 
http://ksdae.menlhk.go.id/assets/uploads/Lampiran-PP-Nomor-7-Tahun-1999.pdf

https://data.nhm.ac.uk/dataset/global-map-of-the-biodiversity-intactness-index-from-newbold-et-al-2016-science
https://data.nhm.ac.uk/dataset/global-map-of-the-biodiversity-intactness-index-from-newbold-et-al-2016-science
https://data.nhm.ac.uk/dataset/global-map-of-the-biodiversity-intactness-index-from-newbold-et-al-2016-science
https://www.unep-wcmc.org/news/new-global-forest-watch-biodiversity-maps-help-prioritise-areas-for-conservation
https://www.unep-wcmc.org/news/new-global-forest-watch-biodiversity-maps-help-prioritise-areas-for-conservation
https://www.iucnredlist.org/resources/spatial-data-download
https://www.iucnredlist.org/resources/spatial-data-download
https://www.iucnredlist.org/search?query=Dendrolagus&searchType=species
http://ksdae.menlhk.go.id/assets/uploads/Lampiran-PP-Nomor-7-Tahun-1999.pdf


18

사업장 내에서 살아가고-죽어가는- 
IUCN 절멸위기(endangered species) 종 

   
⦁절멸위기:
Kura-kura reimani berkepala ular, 또는 뱀머리 레이마니 거북(Snake-headed reimani tortoise, 라틴명 
Chelodina reimanni)
Kura-kura moncong babi, 또는 돼지코 거북(Pig-nosed turtle, 라틴명 Carettochelys insculpta)
Kuskus warna putih, 또는 곰 쿠스쿠스(Bear cuscus, 라틴명 Ailurops ursinus)
Dingiso mirip beruang warna hitam, 또는 검은곰 같이 생긴 딩기소 (라틴명: Dendrolagus mbaiso)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내 늪지. ©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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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Burung Mambruk, 또는 부러진 새 (Broken Bird, Goura cristata)
Burung Nuri sayap hitam, 또는 검은 날개 앵무 (Black-winged parrot, Eos cyanogenia)
Burung Kasuari, 큰화식조 (Southern Cassowary, Casuarius casu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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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2014년과 2020년 MoEF가 지도화한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과 일차, 이차림. 
https://nfms.menlhk.go.id/peta 

2014

2020

세계 산림 워치의 지도(GLAD 경보70)에 따르면 2020년까지 사업장 내 일
차림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으며(약 4,000 ha)71, 이제 남아있는 일차림 구
역이 타겟이 된 것으로 보인다(지도 5 참조).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제
공한 지도는 또한 PT PNMP에 의한 일차림 개간이 발생했으며 향후 몇 년
간 더 많은 산림이 개간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 4참조). (세
계 산림 워치(Global Forest Watch)72의 자료와 환경산림부가 발행한 개
간 산림에 대한 공식 평가73 간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차림'의 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둘 다 유의미하다.)

19

70. Hansen, M.C., A. Krylov, A. Tyukavina, P.V. Potapov, S. Turubanova, B. Zutta, S. Ifo, B. Margono, F. Stolle, and R. Moore. 
2016. Humid tropical forest disturbance alerts using Landsat data.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1 (3). 
https://gfw.global/39RHx3p
71. 33,500 GLAD alerts were reported in the area between 1 January 2015 and 29 December 2021, of which 83 per cent were 
high confidence alerts. Global Forest Watch maps, https://gfw.global/3cXgpQe Data elaboration 
at https://gfw.global/3fMN0LE
72. Turubanova, S. et al., Ongoing primary forest loss in Brazil,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Indonesia, July 2018, 
https://iopscience.iop.org/article/10.1088/1748-9326/aacd1c/meta and Margono B. A. et al., Primary forest cover loss in 
Indonesia over 2000 - 2012, June 2014, https://www.nature.com/articles/nclimate2277

73. 일차림에 대한 주요 참조 근거는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DB)의 정의여야 한다: “일차림은 연령과 관계 없
이 한번도 벌채 되지 않고 자연적 훼손과 자연적 과정에 따라 개발된 숲이다(…)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적합한 전통적 삶의 양
식으로 살아가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들이 소소하게 사용하는 숲도 일차림에 속한다.” CDB, 정의, 
https://www.cbd.int/forest/definitions.shtml

https://nfms.menlhk.go.id/peta
https://gfw.global/39RHx3p
https://gfw.global/3cXgpQe
https://gfw.global/3fMN0LE
https://iopscience.iop.org/article/10.1088/1748-9326/aacd1c/meta
https://www.nature.com/articles/nclimate2277
https://www.cbd.int/forest/definition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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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숲지붕(tree cover) (Hansen, M. C 외 다수, 2010), 
일차림 (상위 이미지)(Turubanova S. 외 다수, 2001), 산림파괴(하위 이미지)(산림파괴 경보-GLAD 2015-21). 
출처: 세계 산림 워치,  https://gfw.global/3dDqQtY

산림파괴는 PT PNMP가 2015년 자사의 사업장 내 산림을 개간하기 시작
한 이후 지속되어 2020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었다. Nusantara Atlas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1년 말까지의 기간 중 사업장 내 토지6,194 ha
가 개간되었다.74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사업활동이 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도 PT PNMP 사업장의 토지 개간 작업은 오히려 속도가 붙었다: 202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새로운 구역의 토지 1,031 ha가 개간되었다. 
이렇게 서둘러 산림 전용을 진행했지만, PT PNMP가 개간 전에 수행한 고
보존가치(High Conservation Value, HCV)75나 고탄소축적(High Carbon 
Stock, HCS)76평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Nusantra Atlas에서 제공한 위성 데이터에 따른 2015-21년 기간 중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의 산림파괴  
https://nusantara-atlas.org/?s=cd0748c5088c9cd062ff8be887616a1e

세계 산림 워치가 제공한 위성 데이터에 따른 2014-20년 기간 일차 및 이차림별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의 산림파괴 https://gfw.global/3fMN0LE 
(GFW에서 2021년 자료는 아직 제공하지 않음) 

74. Nusantara Atlas https://nusantara-atlas.org/?s=cd0748c5088c9cd062ff8be887616a1e
75. 고보존가치(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 HCVF) 산림은FSC의 산림관리 원칙과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산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림관리협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의 산림관리용 용어이다: https://www.hcvnetwork.org
76. “고탄소보전접근법(High Carbon Stock Approach)는 플랜테이션 개발에 적합한 토지와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산림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Greenpeace, The High Carbon Stock Approach: http://highcarbonstock.org/the-hcs-approach-toolkit/

https://gfw.global/3dDqQtY
https://nusantara-atlas.org/?s=cd0748c5088c9cd062ff8be887616a1e
https://gfw.global/3fMN0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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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6: 연도별 파악된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내 토지 개간 
최근 들어 서쪽 블록과 연결되고 서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주목.  

산업 개간의 증거는 인도네시아 산림부에서 제작한 연간 산림 분류 지도
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지도 (지도 4) 에서는 해당 사업장 동북부 지
역의 토지 피복 대부분을 일차 건조지 산림(Primary Dryland Forest) 으
로 분류했다. Mighty Earth (지도 7)의 분석에서는 산림의 북동부 구역 
약 4,423 ha가 일차건조지산림으로 분류된다. 이후 몇 년간 해당 토지의 
대부분이 사업장의 경계를 따라 개간되었다. 뚜렷한 개간의 진행 패턴과 
함께 산림의 경계가 재설정되었다(예: 의도적으로 북/남, 동/서 패턴에 따
라 개간됨; 지도 6).  2015년 개간이 시작된 이후 2020년 기준 총 3,058 
ha의 일차건조지산림이 손실되었고 1,365 ha만이 남아있다. MoEF의 지
도를 보면 약 753 ha의 이차건조지(Secondary Dryland), 일차림, 이차 
습윤림(Swamp Forest) 역시 개간되었으며, 2015년 이후 약 3,811 ha
의 산림이 손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7은 산림부 지도의 토지 피복 
변화를 추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간의 진행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간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몇 년 내에 수천 ha 에 달하는 일차 
건조지대, 일차와 이차 습윤림이 소실될 수 있다. 해당 사업장 동부/남동
부 경계에 따라 남아있는 위험 상태의 산림이 가장 우려되는 구역이다. 고
탄소축적지도(Schindler&Wegner, 2021)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사업장 내에 남아있는 고탄소축적 산림은5,147ha에 불과하다. 개간율이 
2021년과 마찬가지로 지속된다면, 남아있는 모든 고탄소축적 지역은 향
후5~6년 내에 사라질 지 모른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도 7: Mighty Earth가 인도네시아 산림부 발행 일차, 이차 산림 토지 피복 지도를 토대로 분석한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내 산림파괴 상태(좌측 상단) https://nfms.menlhk.go.id/peta 

https://nfms.menlhk.go.id/p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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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PT PNMP는 연82, 000톤의 목재칩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
립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했다.77 이는 PT PNMP사가 아직까지 무사한 사
업장 서쪽 구역에서 산림 벌채 사업을 지속하고 목재칩 공장 구역(사업장 
경계 밖, 강 유역의 우거진 산림 지대 67ha78)을 추가적으로 개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도 8: 2021년 3월 기준 남아있는 고탄소보존 산림(녹색)

22

77.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Profil Perusahaan, May 2019, 
http://nutfahmarindpapua.blogspot.com 
78.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Analisis dampak lingkungan hidup (AMDAL) encana 
kegiatan industri kayu serpih dan fasilitas pendukungnya, 2020

http://nutfahmarindpapu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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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사업장, S 7° 53' 2,256", E 139° 59' 35,352" © PusakaPT PNMP가 개간을 시작하기 전 혹은 후에 HCV(고보전가치, High 
Conservation Values, HCV)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간된 
구역의 고보존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 가
치, 상대적 온전성79, 그리고 Sago 밭, 신성한 숲, 사냥터와 어장이 지
닌 큰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손실된 가치는 매우 높을 수 있다.

23

79. Global Forest Watch, Forest Landscape Integrity Index https://gfw.global/3AklYo7 

based on Grantham, H. S. et al. 산림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면 남은 산림의 40%만이 높은 생태적 온전성을 가지게 된다. 
Nature communications, 2020 11(1), 1-10).

https://gfw.global/3AklY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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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사업장, S 7° 52' 48,642", E 140° 1' 13,795"  © Pusaka

지도 9: 2015년에서 2021년 말 사이에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출처: Nuantara Atla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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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와 이탄지 

아카시아 펄프목재, 팜유, 또는 기타 외래종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물을 빼내야 한다. 배수 후 이탄이 산화하여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
소의 형태로 탄소를 배출한다. 배수된 이탄지는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매출
량의 절반 이상을 기여하며, 지상 산림벌채 배출량과 더하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가 된다.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내 Yahwaba 성소(Yolmen 족 소유)의 습지 ©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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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라의 과학적 현장실사 과정에서 이탄지에 세워진 아카시아 플랜테
이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사되었다: 연간 ha 당 약 80 톤이다.80 플
랜테이션 개발 초기 5년 동안은 그 수치가 더 높다. 파푸아 주의 토양 구조
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PT PNMP 사업장은 늪지 산림과 군데 군데 얕
은 이탄지가 모여 모자이크처럼 형성된 구역에 위치해 있다. 2006년 국제
습지보전학회(Weland International)에서 발행한 파푸아 주의 이탄지 지
도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당부분이 50cm 이상 깊이의 이탄지로 이루어져 
있다.81 이는 오래된 지도인데, 산림부에서 새로 발행한 지도들에서는 해
당 사업장 내 깊은 이탄지를 찾을 수 없다. 위성 사진이 얕은 이탄지는 포
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82 얕은 이탄지가 인도네시아 이탄지 전체에서 
80%를 차지하고 10.6 기가 톤의 탄소를 축적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이탄지 탄소량의 42%, 그리고 약 12년간 토지사용 변화로 발생한 세계 이
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한다.83  

디지털 이탄지도84의 정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특히 파푸아 지역 에 대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팀이 인터뷰한 현지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 내 이탄
지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 이들은  PT PNMP가 중장비로 이곳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토탄  위에 통나무들을 겹쳐놓는다고 전했다. 또한 본래 주
민들에게 Sago를 제공해주었던 이탄지도 파괴되었다고 불평했다.

Yahwaba 성소(Yolmen 족 소유)의 개간된 늪지를 덮기 위해 땅에 쌓인 통나무들 ©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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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J. Jauhiainen, et al,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an Acacia plantation on peatland in Sumatra, 
Indonesia, July 2011, 
https://helda.helsinki.fi/bitstream/handle/10138/34598/Jauhiainen_etal_2012_bg_9_617_2012.pdf
81. Peta-Peta Sebaran Lahan Gambut, Luas Dan Kandungan Karbon Di Papua Maps Of Peatland 
Distribution, Area And Carbon Content In Papua 2000 - 2001, 2006,  
https://www.wetlands.or.id/PDF/buku/Atlas%20Sebaran%20Gambut%20Papua.pdf
82. Hooijer, A., et al., The use of LiDAR data in peatland mapping and management, Deltares, 2016, 
https://circabc.europa.eu/sd/a/9963a292-5729-4bd7-aebd-f92c92acecd7/Presentation_The%20
use%20of%20LiDAR%20in%20peatland%20mapping%20and%20management.pdf 
83. Warren M., et al.  An appraisal of Indonesia’s immense peat carbon stock using national peatland 
maps: uncertainties and potential losses from conversion, May 2017, 
https://cbmjournal.biomedcentral.com/track/pdf/10.1186/s13021-017-0080-2.pdf 
84. Minasny M., et al., Digital mapping of peatlands – A critical review, 2017,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1282521830360X 

85. Warren M., et al. 2017, 각주 83 번 참고

https://helda.helsinki.fi/bitstream/handle/10138/34598/Jauhiainen_etal_2012_bg_9_617_2012.pdf
https://www.wetlands.or.id/PDF/buku/Atlas%20Sebaran%20Gambut%20Papua.pdf
https://circabc.europa.eu/sd/a/9963a292-5729-4bd7-aebd-f92c92acecd7/Presentation_The%20use%20of%20Li
https://circabc.europa.eu/sd/a/9963a292-5729-4bd7-aebd-f92c92acecd7/Presentation_The%20use%20of%20Li
https://cbmjournal.biomedcentral.com/track/pdf/10.1186/s13021-017-0080-2.pdf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128252183036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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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 얕은 층의 이탄지나 유기물질이 
풍부한 충적 침적물이 있는 수원의 존재가 가능하다. 지역 규정에서 
얕은 이탄지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PT PNMP가 토지 개간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이탄 조사를 수
행했다는 정보는 없다. 
탄소 저장에 있어 이탄지가 갖는 중요성은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을 따르고 습지림을 보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이곳 습지의 배수 계획이 있음을 알
렸다─그리고 PT PNMP가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86

주변 서식지에게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늪지의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에 대한 사전 분석과 정확한 이탄 조사 없이 배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86. Moorim communication with SFOC and APIL, 22 December 2021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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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 페이퍼의 파푸아 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l(PT PNMP)의 사업장은 마린족
(Malind-anim)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하며 소유해 온 토지에 세워졌다. 
그러나 PT PNMP사는 반복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원칙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을 지키지 않았다.
마린족은 전통 씨족(clan), 하위씨족(subclan), 친척(extended family)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안(Mbyan )강 남쪽 해안가의 부에페
(Buepe) 마을에 산다. 부에페 마을의 본래 거주민들은 마린족이었으며 이
들은 여전히 전통 숲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마린족 문화에서는 토지 사용의 관행과 전통이 대대로 전승된다: 각 부족
의 구성원들은 혈연관계, 특정 동식물과 숲의 자연적 특성과 관련된 신화
나 탄생기원으로 연결되어 있다.87 이들은 자신이 모시는 동물이나 식물을 
의식과 감정을 지닌 조부모(amai)와 비슷하게 여긴다. 조상의 영(dema)
과 더불어 한 부족의 삶 일부를 차지하며, 모든 부족에게 신화적 조상은 자
신의 정체성이기도 하다.88 토지수탈과 산림파괴는 현지주민들의 생계를 
앗아갈 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 및 정신적 가치를 빼앗는 것이다.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원칙(FPIC)89은 UN 토착민 권리 선언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90(인도네시아
가 찬성 투표함)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산업개발의 영향에 
대하여 토착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PIC원칙은 국제
인권조약(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91에 담긴 자기결정권
의 이행에 핵심적이며 FPIC와 국제인권조약 모두 인도네시아가 2006년에 
가입한 바 있다. 전통적 소유주와의 적절한 합의는 인도네시아의 법에서도 
요구되고 있다.92

그러나 PT PNMP가 사업부지에 진출하여 토지 전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FPIC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PT PNMP는 대
부분의 경우 수차례 시위가 일어난 후에 구제적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
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일관성 없는 보상적 조치에 가깝다. PT PNMP는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중요한 점은 늦게라도 FPIC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EPN은 PT PNMP 사업장 주
변의 부에페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87. Sophie Chao, “There Are No Straight Lines in Nature” – Making Living Maps in 
West Papua, Anthropology Now, July 2017, How land grabbers co-opt indigenous 
ritual traditions in Papua: Q&A with anthropologist Sophie Chao, March 2019, 
https://news.mongabay.com/2019/03/how-land-grabbers-co-opt-indigenous-
ritual-traditions-in-papua-qa-with-anthropologist-sophie-chao/ 
88. Jeroen A Overweel, The Marind in a changing environment, 
https://tinyurl.com/tdj3u8c
89. Forest Peoples Programm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https://www.forestpeoples.org/guiding-principles/free-prior-and-informed-
consent-fpic

90. 인도네시아 찬성 투표함,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09197?ln=fr
91. 1조, 2개 규약 공통. 이들 규약에 명시된 기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역시 중요하다. (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제 15조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 and 와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26조 및 27조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
cescr.aspx)

92.파푸아 주의 특별 자치에 대한 법률(special auton omy of Papua Province,) No. 
21/2001/ 제43 (4)조

https://news.mongabay.com/2019/03/how-land-grabbers-co-opt-indigenous-ritual-traditions-in-papua-qa-
https://news.mongabay.com/2019/03/how-land-grabbers-co-opt-indigenous-ritual-traditions-in-papua-qa-
https://tinyurl.com/tdj3u8c
https://www.forestpeoples.org/guiding-principles/free-prior-and-informed-consent-fpic
https://www.forestpeoples.org/guiding-principles/free-prior-and-informed-consent-fpic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09197?ln=fr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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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숲에 달린 생계 

“사고 숲, 성소, 사냥터, 모두 그 회사가 없애 버렸어요. 
  이제 먹을 것을 찾으려면 먼 길을 걸어야 해요.”
  부에페 마을의 전통적 지도자 Seblum Knamde씨

부에페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Malind Tumid 의 씨족인 Darat과 Rawa족이다. Darat 족 
사람들은 주로 수렵채집, 사냥, 낚시를 생계로 하며, Rawa족은 주로 수렵채집에 의존한다. 파
푸아주의 다른 지역이나 술라웨시, 말루쿠, 토라자와 티모르 등 타 지역에서 오는 이주민들도 
있다. 
부족민들은 씨족(clan)과 하위씨족(subclan) 나뉜다: Moywend(또는 Moyuen) 족, 
Kinamde족, Yolmen 족, Balagaize 족, Basik-Basik 족, Ndiken 족, Yahimahe 족, 
Walinaulik 족, Moaend(또는 Moain)족, Yaneten 족, Biluken 족이 있다. 이들 하위씨족이 
이 지역에 거주하며, 그 중 8개 부족이 부에페 마을에서 살고 있다. 
사냥, 어획, 수렵채집이 마을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며 관습적 숲을 여행하고 수 주 또는 
수 개월간 체류하면서 사고(sago), 괴경(tuber), 야생 채소(natural vegetables), 생선, 고기
를 찾는 식으로 여전히 전통 숲에 의존하고 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기본 도구인 
활과 창을 받는다. 마린 원주민들에게 숲이란 대체 불가능한 삶의 원천이다. 이들은 숲에서 먹
거리(생선, 고기, 사고야자, 채소), 섬유와 치료제를 얻는다. 사냥터과 낚시터는 대대로 전해 내
려오지만 배타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다른 부족, 심지어는 이주민들도 숲을 소유한 마을이나 
부족에게 수확물 일부를 나눠준다면 사냥이나 낚시를 위해 관습적 숲을 사용할 수 있다.

사고 숲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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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식량 생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사고, 생선, 조개, 홍합, 그리고 
밭 작물 재배와 수집의 일부를 담당한다.  
특히 사고는 마린족 사람들에게 주식인 사고 전분의 재료이며 주요한 탄수
화물 섭취원이다. 또한 “습도(wetness)(dubadub)”와 비옥도 증대, 그리
고 영(spirits)과 연관된 식물로 마린족 신화와 문화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
진다. 그만큼 부족민들은 다양한 직간접적인 행위와 의식을 통해 사고 야
자를 유지한다. 이 관계는 단순히 실리주의적일 뿐 아니라 강력한 연대감
을 특징으로 한다.93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사고를 돌보고 수집 및 가공을 
한다(사고 심 짜기와 세척). 따라서 마을 주변의 사고 숲을 개벌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Magdalena Mahuze, 부에페 마을 © Okto

PT PNMP의 산림 개간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식량의 주요 원천을 빼앗
기게 되었으며, 사냥, 어획, 수렵채집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숲을 찾기 위
해 몇 시간, 때로는 몇 일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새로이 찾는 숲들은 다
른 부족의 소유이다. 
“이제 부에페 주민들은 Mbyan강 옆에서 식량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구역은 다른 마을의 소유입니다. 다행히 주인 마을과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부에페 마을의 전통적 지도자
인  Seblum Kinamde씨가 말했다.

“예전엔 사고 숲이 가까이에 있었는데   
  이제는 멀리서 돌보고 있어요. 
  그 회사가 숲을 밀어버려서 이제 
  나무와 나무껍질을 얻는 것도, 
  사고를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사고야자 대부분이 죽어버렸고 
  사고숲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부에페 마을 주민Ani Kaize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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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Sophie Chao, The Truth About “Sustainable” Palm, June 2019,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3773850_The_Truth_About_
Sustainable_Palm_Oil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3773850_The_Truth_About_Sustainable_Palm_Oil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3773850_The_Truth_About_Sustainable_Palm_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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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부에페 마을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다:  수돗물도, 하수도도 없으며, 예방 
의약품도 없다-현대적 보건 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래서 만성적 기침, 독감, 
말라리아, 백선 등의 질병이 흔하다.
지역 보건소를 세워달라는 수 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보건 시설은 마을에서 5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Kaptel 보건 센
터이다.
대부분의 치료는 숲에서 나는 약용 식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흑판수
(Alstonia scholaris)는 복통, 열, 그리고 출산 후 치료에 쓰인다. 다나우 나
무 껍질(Kulin pohon D'anau)는 뱀에게 물렸을 때 효과가 있다. 
PT PNMP의 불도저가 숲을 없애 버리면서 천연 치료제를 구할 곳도 사라
졌으며 마을 주민들은 이제 어디에서 치료제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다. 전
반적인 보건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직격타를 때리
고 있다.

빈랑(Betel nut), 부에페마을 © Okto

31



32

문화 및 영적 장소

부에페 마을 주민들의 관습적 산림에는 한때 오래된 전통 마을, 조상들의 
묘, 성스런 사고 숲, 오래된 우물, 전통 음악의 장소(Dema), 그리고 전통 
의식터와 같이 많은 성소가 있었다. “이들 장소 각각에는 부족과 조상의 여
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삼카카이족 족장인 루크 삼카카이씨
가 말한다. 성소와 부족간의 유대감은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PT PNMP는 이 성소들을 보존하지 않고 주변 숲과 함께 불도저로 밀어버
렸다. 숲이 사라지자 현재 성소의 일부도 사라져버렸다. 주민들이 의존하
는 '좌표'는 키 큰 나무, 강이 꺾어지는 길목, 사고 덤불 등 숲에서 보이는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그 위치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PT PNMP는 성소를 개간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94

94. “당사는 Yawabah, Milamil, Wayim, 그외 어떤 성소도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PT 
PNMP가 Pusaka에게 보낸 서신. 2022년 1월 3일.

“우리가 성스럽다고 여기는 모든 장소에는 
  노래가 있어요. 전통 의식 중에 
  조상님들이 성소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대대로 전해 내려와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늪지든 사고 임분이든, 강이든,      
  부족의 부락 숲이든, 모든 곳에 노래가    
  있어요.” 
  삼카카이 족장 루크 삼카카이(Samkakai)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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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 좌표 소유 부족 위치/설명

Wahim 미확인 Moaend 족 성소이자 생계 부락, 2020년에 개간. 

Mewi 미확인 Moyuwend 족 성소이자 생계 부락, 2016년 개간. 장소가 사라지고 산업형 플랜테이션으로 바뀌었음. 

Yahwaba S 7° 55' 7,2" E139° 53' 42,3" Yolmen 족
이탄지와 습지가 있는 성소. PT PNMP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 곳에 도로를 
건설했다. 

Iweu
S 7° 55' 33,5" E139° 53' 3,6"
S 7° 55' 33" E139° 53' 12,5"

S 7° 55' 26,2" E139° 53' 16,5"
Samkakai 족 성소, 생계 부락, 오래된 마을로 2021년 개간되어 산업 플랜테이션이 됨.  

Ngolangdemami S 7° 55' 12,1" E139° 54' 5,6" Moaend 족
Talol 이라는 이름의 오랜 생계 부락을 포함하는 성소. 2020년 성소가 사라졌고 플랜
테이션으로 바뀜. 

Malab 미확인 Yolmen 족
오래된 생계 부락과 일부 이탄 습지를 포함하는 성소. 이 구역이 플랜테이션으로 전용
되면서 사라짐. 

Koul S 7° 55' 26,2" E139° 53' 16,5" Samkakai 족 2021년 10월 개간되고 있었음. 

Biss S 7° 56' 53,4" E139° 58' 40,7" Moyuwend 족 사업장의 정중앙부. 2015년부터 플랜테이션에 둘러싸였지만 아직 개간되지 않았음. 

Yolmen 부족의 Yahwaba 성소 © OktoSamkakai 부족의 Iweu 성소 ©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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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페 마을의 어린이 © Okto

마린족은 같은 정령의 후손인 숲의 구성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갖는다. 
숲의 생물들이 식량, 치료제, 도구, 특히 전통 의식에 사용되는 옷을 제공
해 준다:

● 머릿수건(Ndon)은 Bamle/Mando-Mando 나무껍질, 
    습지 풀(Ngel-Ngel), 검은 진흙으로 만든다.
● 팔찌(Welle)는 라탄을 엮어 만든다.
● Awud 족의 전통 의복은 Bamle/Mando-Mando 나무 껍질로 
    만든다.
● 몸 장식은 멀구슬나무(bead tree) 씨로 만든 구슬(sipul)과 흰색 
    또는 적색 앵무 깃털로 이루어진다..
● 샅바(Bawai)는 Male/Mando-Mando 나무 껍질로 만든다.
● 활(Mi)은 늙은 대나무로, 시위는 어린 죽피로 만든다. 화살(Tat)는 
    '습지 사탕수수나무(swamp sugar cane tree)라고도 불리는 
    태트 나무(Tat tree)로 만든다. 
    창촉(Song)은 투유 깃털 나무(tuyu feather tree)로 만든다. 
● 장갑(Ngim)은 패들목(paddle wood, Keib)으로 만든다; 
    늙은 대나무와 어린 대나무를 재료로 하는 이 죽'피'는 주로 라탄과
    함께 엮어서 사용한다.
● Kdle이라 불리는 전통 북은 패들목(Keib/Smab)과 캥거루 가죽
    (waleb)으로 만든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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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PT PNMP는-민간 영리 기업이지만─정부 지원 보안 인력의 보호를 받는
다. 내란 진압 및 반폭동 임무를 맡은 인도네시아 국립 경찰의 특별 부서이
자 준 군사적, 전략적 부서인 국립경찰 기동여단(National Police Mobile 
Brigade, Brimob) 소속의 상주 경비 초소가 사업장을 지키고 있다. 3명의 
Brimob 요원들이 사업장 주위에 배치되고 인근 Okaba Koramil 수비대 인
력 2명이 추가 배치되었다.  PT PNMP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PNMP사는 
양측 모두에게 정기적 지급금을 제공한다.95 PT PNMP 직원들은 마을 주
민들을 만날 때 주로 군 장교들과 동행한다. 이들은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주민들에게 간접적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직접적
으로 논의에 개입한다. 회사에 따르면, “군인들은 주민들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록  2. 참조). 중요한 것은 정복 차림의 장정
들이 대화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다. 

95. PT PNMP의 차씨(Mr. Cha)와 Pusaka간 대화내용. 2022년 1월 20일.     

“그 회사에서 준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갈거예요.”
  모아엔드(Moaend)족 족장 제이콥 모아엔드씨

“PT PNMP의 CSR 매니저인 
  Nelwan Kosa가 Brimob(특수 경찰, 저자의 주) 
  요원과 함께 왔을 때 공문에 강제로 
  사인해야 했어요.”
  삼카카이 족장 루트 삼카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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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강에 위치한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항구 ©Pu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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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PT PNMP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은 파푸아 밖에서 온 외지인들이며, 일
부는 메라우케시, 일부는 자바 출신이다. 일부의 주민들만이 이 사업장에
서 직접 고용 일자리를 얻었다:  PT PNMP에서 식재 작업자로 근무했던 
Jafar Kaize씨에 따르면 부에페 주민 중 3명만이 PNMP에서 근무하고 있
다.
PT PNMP가 근무자 대부분을 직접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
을 주민들은 하청계약자로 고용된다. 근무 여건은 열악하며 숲의 현장 근
무자들은 만성적 기침, 독감, 말라리아, 중독 등의 질병에 자주 걸린다. 합
의된 근무시간은 없으며 각 근무자가 소요시간과 관계 없이 맡은 업무를 
끝내야 한다. 업무는 몸 상태, 연령, 성별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임금은 
업무 종류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월급은 100~500만Rp(70~350 USD)
에 해당한다.

봉급의 대부분은 현지 식료품점에 진 빚을 갚는데 쓰인다. 현지 식료품점
의 식품 가격은 비싸지만,  작업 현장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근무자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PT PNMP 근무 캠프 © Okto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건 
  아무 것도 없이 일해요.” 
  PT PNMP 식재 작업자로 근무했던 afar Kaize씨

PT PNMP에서의 근무생활 ©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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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갈등

PT PNMP는 또한 부족 간, 부족 내, 그리고 현지주민과 이주민 간 수평적 
갈등을 촉발했다. PT PNMP는 FPIC에 따라 마을 주민들 모두를 한번에 
만난 적이 없으며 어떤 협의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았다. 
PT PNMP는 마을 주민 개개인, 그룹들과 수 차례 만나 각각 다른 약속을 
했다. 마을 주민들은 회사가 미심쩍은 거래의 일환으로 특정 개인들에게 
돈을 건네 토지수탈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것이 사실
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모든 것이 최근까지도 조화롭게 살고 있던 공
동체들 간에 불신, 긴장, 의심을 조성했다.

토지수탈, 
10년에 걸친 갈등과 깨어진 약속들

“이 땅은 우리를 돌봐주고 
  보살펴 주는 어머니에요. 
  이렇게 땅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삶이 고달파질거예요.” 
  삼카카이 족장 루크 삼카카이씨

메라우케 지역에서 PT PNMP의 최근 행적은 지역 공동체와의 거래에 있
어 적절한 관행이 결여되어있음을 드러낸다. 
2008년 PT PNMP는 Ngguti, Okaba, Kaptel(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지
역에 60,000ha이상 면적의 목재 플랜테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메라우케
에 투자할 의사를 표했다. (IUPHHK-HTI)  같은 해 10월 21일, Barnabas 
Suebu파푸아 주지사는 산업형 산림 플랜테이션 허가(Hutan Tanaman 
Indusri/HTI)를 위한 추천서를 발행했다.97

이후 PT PNMP의 사업장은 인도네시아의 자국 식량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MIFEE(Merauke Integrated Food and Energy 
Estate)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결국 식량 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팜유나 목재 칩과 같은 수출용 작물을 생산하는 산업형 플랜테이션
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가 전용되었다.

96. 경계 분계선이 토지 면적을 64,050 ha로 표시. 참조: Investment and One Stop 
Licensing Office, Merauke Regency, 2016.
97. 2008년 9월 4일자 IUPHHK HTI PT PNMP 을 위한 추천 관련 추천서 번호 522/4516/
SET.

“이 회사는 속임수와 
  조작 덩어리예요.” 
  삼카카이 족장 루크 삼카카이씨 

PT PNMP 의 표지판 ©O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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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컨설팅사(PT Inti Mitra Makmur)에서 환경영향평가 연구 보
고서(AMDAL)를 작성했다.
2011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PT PNMP가 Kab. Merauke의 
Kaptel과 Okaba 의 64,056 ha 이상의 지대에서 60년간 목재 플랜테이션
을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는 장관령을 발표했다. 
2012년 Acang이라는 문제의 중개인이 PT PNMP와 부에페 마을과 인근 
상가세(Sanggase) 마을의 족장 2명 간의 면담을 주선했다. 오늘까지도 
많은 부에페와 상가세 마을 주민들이 이 면담의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Acang이 특정 주요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PNMP의 
진출을 수용해 줄것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98. SK.648/MENHUT-II/2011 granting IUPHHK HTI PT PNMP covering an area of 
64,056 ha in Kaptel District and Okaba District, Kab. Merauke.

지도 10: 환경 영향 평가 연구(Amdal)의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지도 

2년 후, 이 중개인은 사라졌고 PT PNMP가 사업장 획득을 위한 서류작업
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PT PNMP는 60년 
기간의 사업장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대신 양묘장을 위한 
5 ha토지(이후 시범 정원을 위한 추가 12ha)에 대해 딱 한 마을(상가세 마
을)과 협상했다. 이 때에도 마을 공동체 전체가 아닌 일부 선별된 개인들만 
참여했다. 마을 사람들은 PT PNMP가 다른 부족의 토지에서 사업 활동을 
정당화할 때도 이 때의 합의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전했다.

PT PNMP의 표지판 ©Pu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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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시위를 벌였고 이에 따라 기
업 매니저들이부족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 면담 역시 공동체 
전체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사측에서 약속을 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는 경우
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록이 남지 않았으며 마을주민들은 많은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99

2018년 또다시 시위가 벌어지고 지방 정부의 개입이 이뤄진 후에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면담에서 PT PNMP는 PNMP와 부에페의 8개 부족 간 양
해각서(MoU)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일부 보상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
히 해당 토지의 전통적 소유권을 가진 공동체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인
터뷰한 마을 주인들에 따르면  합의된 조항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 (부
록 1. 참조).
해당 양해각서는 족장들을 위한 헌납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약속, 용적비
용(목재 상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임100) 및 마을 주
민에게서 식품을 구매하고 주민들을 고용한다는 약속 등이 포함되었다.
PT PNMP에서 편집한 양해각서의 최종본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있었
다. 마을 주민들의 구두 증언에 따르면 몇 개월 후 족장이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받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당시 족장은 집에 있던 중 특수 경찰 요
원을 대동한 PT PNMP 매니저들에게 긴급 소환되었고 모든 것을 잃고 싶
지 않으면 당장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부록 1. 참조).
이후 일부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었지만, 관련된 주민들조차도 건네진 돈의 
목적이 '선의'를 표하기 위함인지,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인지(부분인지, 전체인지), 아니면 사업장(60년간 토지 사용을 허가하
는) 내 부족의 토지 장, 단기 임대료인지, 또는 가격인지 분명하게 이해하
지 못했다. 
그동안 PT PNMP는 매해 전통 토지의 더 많은 구역을 개간해 나가고 있다. 
영향을 받은 부족민들은 2011년 현재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중에도 시
위를 지속하고 있다. 산림 개간은 수그러들지 않고 서쪽에 있는 다른 부

족의 토지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제 Alaku, Makaling, Iwol, 
Dukmiro, Wambi 등 여러 다른 부락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PT PNMP는 또다른 마을 Kwemsit(Okaba 하위지역)의 토지에서도 소유 
부족(Samkakai, Walinaluk, Yolmen and Kaize)들과의 적절한 협의 없이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101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
 S 7° 53' 17,366", E 140° 00' 07,459" © Okto

99.  South Papua Post, Buepe Residents Ask for Mou with PT. Marind Germplasm 
Revised, 23 January 2020

100.  2012년 토착 주민들의 관습적 권리가 있는 지역의 목재 임산품과 비 목재임산품
에 관한 규정 64번 https://papua.go.id/view-detail-produkhukum-310/standar-
kompensasi-atas-hasil-hutan-kayu-dan-hasil-hutan-bukan-kayu-yang-

dipungut-pada-areal-hak-ulayatmasyarakat-hukum-adat.html/ 이 규정에서는 수확
한 목재에 대한 보상금 요율을 매우 낮게 책정하고 있다. 평방미터당 IDR 2,500 (0.17 USD)으
로 목재의 시장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101. 일부 전통적 부에페 마을주민들이 Kwemsit에 거주하기 때문에 Kwemsit 마을과 부에페 
마을 공동체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PT PNMP의 토지 개간이 Kwemsit 마을쪽으로 꾸준
히 확장되고 있으며 이곳 마을 주민들은 생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https://papua.go.id/view-detail-produkhukum-310/standar-kompensasi-atas-hasil-hutan-kayu-dan-hasil-hutan-bukan-kayu-yang-dipungut-pada-areal-hak-ulayatmasyarakat-hukum-adat.html
https://papua.go.id/view-detail-produkhukum-310/standar-kompensasi-atas-hasil-hutan-kayu-dan-hasil-hutan-bukan-kayu-yang-dipungut-pada-areal-hak-ulayatmasyarakat-hukum-adat.html
https://papua.go.id/view-detail-produkhukum-310/standar-kompensasi-atas-hasil-hutan-kayu-dan-hasil-hutan-bukan-kayu-yang-dipungut-pada-areal-hak-ulayatmasyarakat-hukum-ad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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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산림과 생물다양성 PT PNMP가 보유한 사업장은 54,800 ha의 천

연림과 더불어 초지대와 계절성 충적 습지 등 기타 보전 가치가 있는 서식

지 9,610 ha를 포함하는 풍부한 산림지대였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지

도에서는 일차 건조지산림과 이차림(건조지대 및 습지)이 사업장 내에 있

는 것으로 표기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멸종위기에 놓인 다양한 생

물들의 서식지이다. 최근 몇 년간, 일차림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었고 이제 

개간활동이 일차림의 남아있는 구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 산림 파괴 2015년에 시작된 이후 2021년 말까지 PT PNMP의 사업

장에서 6,194 ha의 토지가 개간되었다. 토지 개간이 진행되기 전에 사측

에서 수행한 고보전가치 평가나 고탄소보존 평가에 대한 정보는 없다.

● 습지와 이탄지 비록 사업장 내 공식 지도에는 깊은 이탄지가 표기되

지 않았지만, 현지 주민들은 PT PNMP가 이탄지를 파괴하고 일부를 통나

무로 덮었음을 전했다. 얕은 이탄지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으며, 이는 파괴

될 경우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 PT PNMP가 토지 개간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이탄 조사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반면 습지

가 주변 서식지에 갖는 기능을 포함하여 습지의 환경 및 사회적 가치에 대

한 사전 분석과 정확한 이탄 조사의 근거 없이 이 지역의 습지를 -또한번- 

없애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있다.

● 생계 사업장 지역의 산림과 늪지는 수많은 전통 부족의 관습적 토

지이다. 현지 주민들은 플랜테이션 개발 때문에 전통적인 사냥터와 어

장, 사고 숲을 잃었다. 이는 이들 장소가 조림 사업 이전에 적절히 지도화

(mapping)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성소 전통 부족 토지의 산림은 부족의 사회적 및 영적 가치를 담고 있

다. PT PNMP는 산림 사업을 하면서7개의 성소를 파괴했다.

40



41

● FPIC  PT PNMP는 2014년부터 사업장 부지가 전통적으로 부족들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PT PNMP가 해당 사업지에 진입하여 토

지 전용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FPIC 를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없

다. 2014년 PNMP사는 양묘장를 세울 작은 땅에 대해 현지 주민들과 몇차

례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사업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진행될 60년 기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FPIC에 관한 분명한 표준운영절

차(SOP)나 정부고충처리절차에 대한 어떤 명시도 없다. PT PNMP는  지

역 공동체를 포함한 포용적인 절차로 사회적 갈등 현황을 식별하지도 않았

다. 시위 후에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보상이 합의되었고, 결국 지역 당국

이 개입하였지만, 이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계획은 없다.  따라

서 마을 주민들은 받은 돈이 “문 두드리는 돈(door-knocking money)”으

로 주어진 건지, Tali Asih인지, 토지 임대비인지, 목재 상품에 대한 보상(용

적세(cubage tax))인지, 손해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용역에 대한 지불

금인지, 그 목적을 혼란스러워 한다.

● 위협 국립경찰기동여단(Brimob)은 사업장에 부대를 주둔시키고 근처 

Okaba Koramil 수비대 군인력 2명을 배치하고 있다. 기업 임원들이 마을 

주민들을 만날 때는 주로 군 장교들과 동행한다. 군인들은 위압적인 존재

감으로 간접적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인터뷰한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

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의 논의에 개입한다.

102.  KFEM, Pusaka, EPN, letter to Moorim, February 2019  
103.  APIL, SFOC, Pusaka, EPN, Mighty Earth, letter to Moorim,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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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Pusaka
2016년과 2020년 사이 관습적 토지 소유자들은 여러차례PT PNMP사가 

보유한 사업장의 조림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19년 2월 27일  NGO 그룹이 무림에 산림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

해 알리고 무림에서 FPIC 이행 절차를 수립했는지 문의하는 공문을 전달

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102

2021년 12월 12일,  NGO그룹이 무림에 공문을 보내 PT PNMP의 토지

개간을 즉시 중단하고, FPIC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피해 공동체와 가진 광

범위한 협의 결과 및 동료 리뷰(peer-review)를 거친 HCV 연구를 토대로 

하여 환경 및 사회적 피해의 구제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촉

구했다.103

2021년 12월 22일 KFEM, APIL, SFOC와의 면담에서 무림페이퍼 측은 

기업의 사회적 프로그램과 산림파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지도를 공유하였다. 또한 면담자리에서 무림페이퍼는  HCV

와 HCS 평가, 사회적 분쟁 식별, FPIC 절차 및 SOP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벌목 활동을 중단한다는 서약을 하는 것을 거부했다.

2022년 1월 20일 Pusaka와의 면담에서 PT PNMP측은  다시 한번 사업 

활동 중단에 대한 약속을 거부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코멘트를 요청하는 편지에 무림은 ‘2021년

말부터 현재까지(2022년 2월. 부록 2. 참조) 잠정적으로 벌채 작업을 중

단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바람직한 시도이나 심각한 환경 사회 영향을 고

려한 모라토리엄이나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약속이 발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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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페이퍼에 요구한다 

모라토리엄

무림페이퍼가 파괴하고 있는 보전의 가치를 신중하게 파악하지 못했기에 
플랜테이션 추가 확장에 대한 즉각적 모라토리엄이 필요하다.

모라토리엄은 인프라 개발(도로, 칩공장, 습지 배수 계획 포함), 개간, 사회 및 토지 분

쟁이 미해결된 지역에서의 새로운 식재나 수확을 포함하며, 타임라인을 포함하여 공식

적으로 선언되어야한다. 이는 분쟁 해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고, 공동 참여를 통해 지도

를 제작하고, 사회 및 토지 분쟁이 있는 지역의 분쟁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해당 모라토리엄은 회사 자체 사업활동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사업활동에도 

적용될 것이다. 

FPIC 이행

지역 및 토착민 공동체와 FPIC 관행을 이행하고 FPIC원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할 것을 약속한다.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경찰에 의지하거나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 위협, 강압

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와 건설적인 대화를 열기 위해서는 FPIC 절차에 기초한 MOU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피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갈등을 식별하고 불만을 제기할 기회 및 방법에 대해 

알려야 하며, 모든 주민에게 본인이 선택한 독립적 NGO 자문관에게 의뢰하거나 독립

적 중재를 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호 

아직까지 사업장 지역에 남아있는 보존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
만 위성지도와 마을주민들의 이해를 참고했을 때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CV 네트워크 방법에 따라 동료 심사를 거치는 포괄적인 
HCV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HCV 연구는 칩 공장 건설, 도로 개설 또는 궁극적인 습지 배수 등 주요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HCV 4, 5, 6의 평가는 지역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야 한

다. 이 연구의 목적은 HCV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천연림과 습지, 식량

의 원천이나 생계의 수단이 되는 지역 등 기타 자연 서식지를 포함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지하수면, 지하수질, 습지 생물군계 등 이 지역의 현재 생태 및 수문학적 

환경과 이탄지에 대한 상세한 기본평가(baseline assessment)도 실시하여 향후 분석

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현재의 지하수면과 이탄지, 수질, 관련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략, 지침 및 표준 운영 절차(SOP)가 포함되

어야 한다.

회사는 이미 파괴된 HCV의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개간, 늪지 파괴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전면적 평가와 성소, 어장, 사냥터, 사고 습윤림 등 함께 파괴된 사

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는 지역 주민의 지식을 기초로 하고 영향을 받

는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원계획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지역사회 및 관련 

이해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 해소

나쁜 과거 관행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플랜테이션 개발과 사회적 분쟁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아우르는 표준 운영 절차(SOP), 분쟁 해결 전담 부서, 고충처리 절차 등 여
러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표준운영절차(SOP)의 목적은 모든 미결 사안들을 긴급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요청 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다. 주요 이해당사자

와 합의하여 SOP가 수립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되는 SOP는 다음을 포함

한다: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통지 동의(FPIC), 피해 구제, 참여적 지도 제작, 보안 절차, 

그리고 지역 언어와 문화에 기반하는 견고하고 투명하며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메커니

즘.

지역 공동체 및 이들이 선택한 자문기관과 합의한 실행계획과 일정에 따라 자원을 투입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교육을 받은 분쟁해결 부서를 주축으로 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와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내용, 지역 공동체에 한 약속 내용은 문서화

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사회적 분쟁 해결 및 고충관리 과정은 제3자 기관의 도움으로 관리되어 부당행위에 가

담한 이들이 제기되는 불만사항의 적법성 판단을 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 

중 하나가 절차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독립적 중재도 분쟁 해결 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

모든 하청업체들은 이 정책을 수용하고 자체 SOP에 적용해야 하며, 하청업체나 하청업

체 직원들의 중대한 정책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해지될 것이다.

완전한 투명성

완전한 투명성의 확보는 신뢰를 회복하고 전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지식
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기업이 지역 공동체와 이해당사자들에게 환경 영향 평가, HCV 및 HCS 연구와 수문학 

및 수질 연구, 지도를 포함하는 과거 토지 취득 계약서 목록 전체, 지역 공동체와의 회

의 회의록, 플랜테이션 관리 계획, 생물다양성 상쇄 관리 계획, 대응책과 SOP, 사회 분

쟁 식별, 사회적 피해 식별, 환경 피해 평가, 산림 및 늪지 복구 계획 등 관련 문서 전체

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

상기 언급된 조치의 이행은 피해 당사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가 동의한 제3
자 독립 감사자가 평가하고, 그 보고서 전문이 전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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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바이어, 기타 사업 파트너에게 요구한다 
무림페이퍼와의 사업관계가 가져오는 평판 리스크 

● 바이어의 리스크
시장에서 무림페이퍼의 핵심적인 자산은 FSC 이력 추적 관리(chain of 
custody) 인증이다.104 파푸아주의 막대한 천연림(그리고 일차림) 개간을 
고려했을 때, 무림페이퍼는 최근 Korindo10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회 정
책(Policy for Association) 위반106으로 인증을 취소당할 위험에 처해 있
다. 또한 종이 제품을 현미경 분석하면 무림사의 사업에서 기인한 산림훼
손을 파악할 수 있다.

● 금융 자본가와 투자자의 리스크 
투자자와 금융 자본가들은 열대우림 훼손과 토착민 권리 침해에 연루된 
기업들과 사업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파푸아주의 플랜테
이션 사업은 산림파괴, 온실가스 배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좌초 자산
(stranded assets)을 초래할 수 있다.107 특히 부채 의존도가 높고108 재정 
수익이 저조하여  기존에 재정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이는 핵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림파괴와 권리 침해로 인한 무림페이퍼의 FSC 인증 상실 가능성은 금
융자본가,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가 된다. 많은 금융기관의 산림 정책이 
FSC를 기반으로 한다. 만약 무림페이퍼가 FSC 인증을 상실한다면, 금융
기관의 산림 정책도 직접적으로 위반하게 된다. 무림페이퍼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투자자와 금융자본가들의 평판에 있어서도 고위험 고객인 셈이다.

● 바이어, 투자자, 사업 파트너들에게 요구한다
본 보고서에 서명한 단체들은 무림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무림페이퍼와 그 
자회사, 모든 관련 기업들이 본 보고서의 요구에 동의하고 성공적으로 이
행하도록(제3자 감사에 따라) 보장하기를 바란다. 무림페이퍼가 이를 이행
하지 못할 경우, 사업 파트너들은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금융 및 용역 계
약을 철회 및 중단해야 한다.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 Okto

104. 인증서 번호SCS-COC-001308, SGSHK-COC-003135, SGSHK-COC-005455, SCS-
COC-001180, SGSHK-COC-005408. FSC 인증 D/B 참조
http://info.fsc.org/certificate.php#result 
105.  Forest Stewardship Council, Policy for the Association of Organizations 
with FSC, September 2011, https://ic.fsc.org/file-download.policy-for-the-
association-of-organizations-with-fsc-fsc-pol-01-004-v2-0-en.a-8060.pdf 

산림관리협의회, 코린도 그룹 회원자격 박탈, 2021년 10월,
https://fsc.org/en/unacceptable-activities/cases/korindo-group 

Carbon Tracker, 좌초자산(Stranded Assets), 2017년 8월,
https://carbontracker.org/terms/stranded-assets/ 
108.  “Moorim P&P really is carrying too much debt.” Moorim P&P (KRX:009580) 
Has No Shortage Of Debt, April 2021,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580/moorim-pp-shares/
news/moorim-pp-krx009580-has-no-shortage-of-debt 

같은 출처 기사에서는 무림 P&P의 3가지 리스크 요인을 조명했다: 수익이 이자 상환금을 충
분히 충당하지 못하며, .3.12%의 배당금도 수익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큰 규모의 1회성 항목
은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Simplywall, Moorim P&P, A009580 Stock Overview, Risk 
Analysis,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580/moorim-pp-
shares#executive-summary

109.  SimplyWall에서는 무림 페이퍼를 낮은 수익과 저조한 성과를 내는 기업으로 평가했다
(지난 5년간 5.2%에서 ROCE 3.3%로 떨어져 산림업계 평균인 5.2%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
준이다.) 무림 페이퍼의 자본 수익률과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5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자본을 투
입하고 있다. SimplyWall, Returns On Capital At Moorim Paper (KRX:009200) Paint An 
Interesting Picture, February 2021,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200/moorim-paper-shares/
news/returns-on-capital-at-moorim-paper-krx009200-paint-an-intere

http://info.fsc.org/certificate.php#result
https://ic.fsc.org/file-download.policy-for-the-association-of-organizations-with-fsc-fsc-pol-01-004
https://ic.fsc.org/file-download.policy-for-the-association-of-organizations-with-fsc-fsc-pol-01-004
https://fsc.org/en/unacceptable-activities/cases/korindo-group
https://carbontracker.org/terms/stranded-assets/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580/moorim-pp-shares/news/moorim-pp-krx009580-has-no-shortage-of-debt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580/moorim-pp-shares/news/moorim-pp-krx009580-has-no-shortage-of-debt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580/moorim-pp-shares#executive-summary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580/moorim-pp-shares#executive-summary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200/moorim-paper-shares/news/returns-on-capital-at-moorim-paper-krx009200-paint-an-intere
https://simplywall.st/stocks/kr/materials/kose-a009200/moorim-paper-shares/news/returns-on-capital-at-moorim-paper-krx009200-paint-an-int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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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 산림청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무림페이퍼의 자회사이자 
PT PNMP의 모회사인 무림피앤피에게 91억 원의 융자를 제공했다.110 PT 
PNMP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PT PNMP이 야기한 
환경 영향과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 한국 정부는 PT PNMP
의 활동이 가져온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에게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외 사업 개발을 위해 기업들에게 융자
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정
부는 산림청을 통해 해외산림자원을 개발을 추진하는 33개 기업에게 총 
2,169억 원에 달하는 융자를 지원했다.111 이 중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
테이션 등 일부 사업에서 산림훼손과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
다.112  2021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산림청이 2011년부터 사업장 
내 환경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고려 없이 고위험 부문인 인도네시아 팜유 플
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총 724억 3,500만원의 융자를 제공했
다고 지적했다.113 

한국 정부가 산림훼손과 인권침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의 직접적인 
조력자가 되지 않기 위해 수행했어야 할 실사를 또 다시 시행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무림피앤피의 해외 산림 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회사 측에서 이행해야 할 필요한 시정 활동에 대한 투명하고 포괄
적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융자 제공 시, 기업들로 하여
금 자사 활동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114

Demands to investors, 
buyers and other business partners.
Risk to reputation in doing business with Moorim Paper 2021년 4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산림청의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110.  PT PNMP의 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는 2015, 2020, 2021년에 제공되었다. 2015년에 
무림 인터내셔널(현 무림 P&P)에 5억 7,100만원이 제공되었고,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
억원, 24억 2,900만원이 무림 P&P에 제공되었다.(출처: 국회의원 어기구, 2021) 
111.  산림청, “무림피앤피, 이건산업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 (2021. 4. 16),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
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57498 

112.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 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착한 기름은 없다” (2021), p.39.
113.  2021년 11월 10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p.79.  http://likms.assembly.
go.kr/record/mhs-40-010.do?classCode=3&daeNum=21#none

114.  대한민국이 1990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ESCR)과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CPR)에 가입한 점을 참고.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57498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57498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3&daeNum=21#none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3&daeNum=2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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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기업과 부족들
갈등과 합의실패의 연대기  

다음은 PT PNMP와 사업장이 위치한 관습적 토지 주인인 부족들 간의 긴
장 관계 중 있었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2008  파푸아 주지사가 산업형 산림 플랜테이션의 건설 허가를 위한 추

천서를 발행하다

2009  환경영향평가연구(AMDAL)가 산림부에 제출되다.

2010  환경영향평가연구가 승인되다.  

2011  11월 14일 산림부 장관이 PT PNMP 에 목재 플랜테이션 사업부

지를 허가하는 장관령을 발행함(IUPHHK-HTI). 10개년 사업 계획(RKU)이 
산림부에 제출되다.

2012  PNMP 대표와 부에페 및 상가세 마을 지도자 간 첫 번째 면담이 

이루어지다. 면담 결과는 불명확하다.

2013  무림 페이퍼가 PT PNMP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다. 62,000 ha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 사용에 대해 부에페 마을 주민들과 최초 협의가 주선
되다. 그러나 일회성 면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배제되다. 
PT PNMP가 Okaba 지역 상가세 마을로부터 5ha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
묘장 설립 권한을 획득하다. 이후 유칼립투스 나무 시범 조림지 개발을 위
해 12ha이 추가 확장되다. 
의견: 상가세 마을의 주민 다수가 “토지 소유자인 주민들과 사업 전체에 대
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다.115

2014  무림 페이퍼의 PT PNMP 인수가 11월에 완료되다. 무림은 

Moyuwend(또는 Moyuen) 부족의 관습토지에 위치한 Awell 부락의 
Mbyan 강 항구를 개설하고 산림 진입로를 개설하다.
이 곳에서 돼지 도축과 함께 열린 협약식 중 1억 Rp(약 7,000 USD)의 개
발금을 Moyuend 부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문이 서명되
다. 이후 항구 부지와, 도로, 관련 건설 캠프로의 접근을 위해 그 다음 달에 
Tali Asih 혹은 "개발 기금(Tali Asih 박스, 47페이지 참조)" 명목으로 2억 
5천만 Rp(약 17,000 USD)가 추가로 지급되다.
의견: 이 합의문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주민들은 그 내용을 분
명히 알지 못한다. 일부는 무림의 항구 건설을 위한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당시 면담 중 무림페이퍼가 구두로 많은 정식 약속을 했
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 (전통적 파푸아 문화에서는 
공동체 전체 앞에서 말한 내용의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지만 서면 합의

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면담에 주민 전체가, 더 중요하게는 협상 대상이 된 토지를 소
유하는 부족 전체가 소집되지도 않았다.

2015  무림페이퍼가 Moyuwend 부족의 관습적 토지에서 시범 지구의 

운영을 개시하고 다른 부족의 토지로 확장하기 시작하다. 해당 연도 말 기
준 PT PNMP의 사업으로 인해 파괴된 산림 면적은 약 1,000 ha에 달하다. 
의견: 무림페이퍼가 관습적 부족 토지의 경계를 지도화했지만, 협상과정에
서 관습적 권리를 가진 다른 부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치했
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최초 지도화(mapping) 작업을 수행할 당
시 관련 부족 대표들이 참여하지 못했으며, 제작된 지도는 부족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아 기업이 임의적으로 조작할 여지를 남기고 부족간 간 싸움을 
유발했다. 사측에서는 이후 각 부족의 영토를 표시한 새로운 지도를 제작
했지만 그 과정에 당사자인 부족들이 참여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116 또
한 토지가 개간되면서 전통적인 지리적 랜드마크와 이정표들(나무, 개울, 
습지 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파푸아 주민들이 지도에 경계를 그리기가 매
우 어려워졌다. 

2016  1년간 1,500ha 이상 면적의 산림이 플랜테이션으로 전용되다.  

12월 10일 부에페 주민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무림에 대항해 평화 시
위를 벌이다. 기업은 관습적 족장의 집에서 마을주민들과 만났고 회사 매
니저 이씨는 "부에페 마을 부족들에게 돈 보따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다. 
의견: 이 약속은 모호했고,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서화되거나 금액
이 명시되지도 않았다.

2017  PT PNMP는 관습적 토지의 사용에 대해 부족들과 일종의 협상을 

거쳤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다.117 그럼에도 사측은 전통적 
토지의 벌목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연도에만 500ha 이상의 산림이 소
실되다.

2018 700 ha의 산림과 기타 비산림토지가 플랜테이션으로 전용되다. 현

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다. 5월 21일, 부에페 주민들이 메라우케 리젠시 
의회실에 소집하다. 메라우케 리젠트(섭정)인 Frederikus Gebze씨의 중
재를 통해 회사 대표들이 부족 지도자들과 만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MoU
를 제시하다.118그러나 이번에도 공동체 전체의 참여는 없다. 마을 주민들
이 전한 MoU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되다: 

•PT PNMP에 허가된 기간 중 남은 50년에 대한 토지 사용 허가.
•벌채된 나무에 대한 보상과 함께 관습적 권리에 대한 보상이 다루어 질 
것(이전 몇 년간 명백히 지급되지 않음 ).
•PN PNMP가 마을주민으로부터 식품을 구매할 것(채소, 생선, 육류)
•자율경영(Self-Management) 업무가 우선시될 것.
•매년 2채의 부족 거처를 설립해 준다는 회사 차원의 약속.

Gebze 부족 구성원, 부에페 마을@Pusaka

115.  West Papua Media, Local people reject PT Nutfa Malind-Papua in Okaba, April 
2011, https://westpapuamedia.info/2011/05/01/local-people-reject-pt-nutfa-
malind-papua-in-okaba/
116.  The minutes of a later meeting, held in March 2020, report the commitment 
by the company to draw a map of the clans’ land. This suggests that the issue 
was far from satisfactorily settled.

https://westpapuamedia.info/2011/05/01/local-people-reject-pt-nutfa-malind-papua-in-okaba/
https://westpapuamedia.info/2011/05/01/local-people-reject-pt-nutfa-malind-papua-in-ok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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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적 시위 끝에, 2018년 11월 28일 Balagaize, Moaen, Moyeun, 
Ndiken, Samkakai, Alinaulik, Yaimahe, Yolmen족들과 PT PNMP의 임
원 남차희씨가 추가 합의문에 서명하다.123 이번에도 피해 공동체 구성원
들의 참여 여부와 방식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회사측의 약속을 자세히 
기록한 회의록이 남다.124 

2019  사업 활동이 둔화되어 해당 연도에 훼손된 산림의 면적은 200ha

에 그치다. 

2020  800ha이상의 산림과 비산림토지 1,000ha이 플랜테이션으로 전

용되다. 토지 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재개되면서, 전통 부족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명백했고 있었고, 부에페 마
을 주민들은 또 한번의 평화 시위를 벌이다: PT PNMP가 양해각서 일부
의 이행을 거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부에페 부족은 1월 24일 PNMP
사의 사무실125에서, 2월 12일에는 메라우케 리젠시에서 또한번 시위를 
하다. 그 다음날, 리젠시에서 행정부 대표(인적자원부(Department of 
Manpower), 산림청(Forestry Service), 법률 부서(Legal Division), 환경
청(Environmental Service)들과 기업 임원(Nelswan Kosa와 Cha)들이 
참석한 조정 공청회가 열리다. 이 회의는 Brimob 특수경찰요원들의 감독 
하에 진행 되었고, 회의 결과로MoU를 검토한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개정
이 이루어지지 않다. 
PT PNMP에서 논란의 양해각서를 재논의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3월 5
일 부족들은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다. 3월 14일, 관습적 토지를 소유
하는 부족들과 부에페 마을 정부 대표들이 메라우케 지역 의회(Merauke 
DPRD, Commission C)에서 사측과 또 한번의 면담을 가지다. 논의는 3월 
27일까지 이어지다. PT PNMP는 회사가 이행하기 원치 않는 헌납금에 대
한 부분을 MoU에서 삭제하는 대신 1억 Rp(약 7,000 USD)를 추가 이체
하는 것에 동의하다 
의견: 마을 주민들은 회사측에서 직접고용 일자리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일부 단기 업무에 대해서만 주민들을 채용했으며 PT PNMP에 상근직으로 
채용된 주민은 3명에 불과하다. 
PT PNMP는 8개 부족과 추가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2년 전에 
서명된 MoU에 따른 것이었다.
12월 회사가 FPIC 원칙의 이행이나 그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칩 공장까
지 건설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5개 부족 주민들이 사업장 지역으로 들
어가는 진입로를 차단했다. 

117. PT PNMP가 Pusaka에 전달한 공문, 2022년 1월 3일.
118. 2018년 5월 23일 Nelwan(서기), Lukas Samkakai(8개 부족 대표), 서구두(Manager 
Suppoting Team), 그리고 7명의 다른 부족 대표들이 해당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119.  PT PNMP의 차씨(Mr. Cha)와 Pusaka의 대화, 2022년 1월 20일.     
120. 28/11/2018에 서명된 회의록.  
121. 2021년 12월 22일, 무림과 SFOC, APIL 간 공유내용.
122.  South Papua Post, The Council Asks for a Review of the MoU between PT 
Plasma and the Buepe Residents, Benny Latumahina: “This is a Legal Defect”, 1 
February 2020
123.  메라우케의 공증 PPAT인 Ahmad Ali Muddin, SH., M. Kn이 공증. 공증서류 열람 불가
능. 
124. 합의 기록에는 회사측의 여러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부에페 마을에서 작업자를 고용한다는 약속. 
•관습적 토지의 경계를 지도화한다는 약속. 
•부에페 마을의 아동 교육을 지원한다는 약속. 
•부에페 마을 시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약속
•부에페 마을 협동조합의 설립.
•부에페 마을 주민들을 위한 직업 교육.
•토착민들의 동의 없이 기타 당사자에게 사업장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않겠
다는 약속. 
• 광물 채굴을 제외한 플랜테이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업장 토지를 사용한다는 약속. 서명된 
회의록은 열람가능함. 
125. Jubi.co.id, Warga datangi PT Plasma Nutfah Marind-Papua tuntut 
pembayaran honor, January 2020, https://jubi.co.id/warga-datangi-pt-plasma-

nutfah-marind-papua-tuntut-pembayaran-honor/

•메라우케의 주택을 임대하여 어린이 교육을 지원해 준다는 회사 차원
의 약속(약 150만 Rp, 100 USD).
•부에페 마을의 우수한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준다는 회사 차
원의 약속.
•족장들에게 부족당 100만 Rp 지급 (약 70 USD).
•전통적 지도자들에게 150만 Rp 지급(약 100 USD)).
•나머지 금액은  MoU 서명 후 지급((각 부족에게 5천만 Rp, 약 3500 
USD).
•MoU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 요청은 회사의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
측에서 다룬다.

회의록에는 회의 중 1억 Rp가 지급되었고, 남은 금액 5,000만 Rp는 협약
이 체결된 후에 지급될 것이라고 기록되다.120

의견: 해당 회의록에서는 지급의 목적이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사용을 위한 부족의 토지 양도 합의에 대한 보상인지 분명히 기록되지 않
았다: 지급금은 처음에 Tali asih나 '헌납금(tribute)'121으로 분류되었지만, 
이후 회사의 말에서는 '보상금(compensation)'으로 분류되어, 혼동되기 
쉬움을 시사했다. (Tali Asih 박스, 47페이지 참조) 
무림페이퍼측은  8개 부족을 이끌겠다고 자원한 삼카카이(Samkakai)족 
족장 루크 삼카카이(Luke Samakakai)씨가 해당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이
후 8개 부족의 족장들이 문서를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마을 주민들은 부족의 지도자와 대표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
며, 해당 양해각서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PT PNMP의 경영진이 자카르타로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루크 
삼카카이씨가 PNMP 도요타 하이럭스 회사차량에서 '싫으면 말라(take it 
or leave it)'는 식의 상당한 압박을 받으며 서명했다고 구두로 전했다. 이
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삼카카이씨는 함께 있던 특수 경찰 요원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회의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고 피해 공동체들은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
고 있다. 이는 사측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러
한 이유로 메라우케 지역 법률 위원회(Mearauke Regional Legislative 
Council, LPRD)의 베니 라투마히나(Benny Latumahina) 의장이 이 MoU
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법적 결함”) 재검토되어야122한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2021  1,000 ha 이상의 토지가 개간되다. 

2021년 8월 1일, 부에페 주민들이 5개 부족(Moaend, Samkakai, 
Gebze, Yolmen, Yaimahe)의 관습적 토지 내에 위치한 회사 사업장으로
의 접근을 차단하다. 

산림 개간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부족 소유의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
다. 이 사업은 이제 다른 부락(Alette, Alaku, Makaling, Iwol, Dukmiro, 
Wambi)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PT PNMP는 또다른 마을 Kwemsit의 토지에서도 소유주 부족들
(Samkakai, Walinaluk, Yolmen, Kaize)과의 FPIC 협의 없이 확장해가고 
있다. 

https://jubi.co.id/warga-datangi-pt-plasma-nutfah-marind-papua-tuntut-pembayaran-honor/
https://jubi.co.id/warga-datangi-pt-plasma-nutfah-marind-papua-tuntut-pembayaran-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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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i Asih와 전통 의식의 조작 

어떤 관할구역이든 한 기업에서 토지의 일부를 구매, 또는 장단기 임대 
시, 계약 의무에 따라 소유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치르면 거래가 명확하
게 성사된다. 그러나 토착민의 문화는 다른 방식을 따른다. 모든 거래
가 관계에 뿌리를 둔다. 상대의 땅에 들어갈 때는 주인에게 존중을 표
하기 위해 선물을 주며, 그 땅의 소유주와 사냥하거나 채집한 식량을 
나눈다. 부족들이 돈을 받으면 이러한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래서 무림 페이퍼가 60년 동안 자신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
실을 알게 되면 속았다고 느낀다. 

구두 문화에서는 문서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반면 공동체 앞에서 
한 약속은 확약의 의미를 갖는다. 기업 대표들은 쉽게 거짓 약속을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부에페 마을의 부족들에게 “돈보따리”를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족민들은 자신들 앞에서 한 선언을 신뢰할 
것이고, 문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려 할 것이다. 

외지인들이 전통적 부족의 관습적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종
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 문 두드리는 선물(door-knocking gifts): 다른 부족의 땅에 들어갈 
때, 성사하고 싶은 거래에 적절한 선물을 주어 주인에 대한 경의를 표
해야 한다.
● Tali Asih, 또는 헌납금(tribute): “사례비(honorarium)”라고도 불
리며, 토지 소유주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표하기 위해 토지 족장
에게 준다. 
● 땅에서 난 것을 나누기: 개인 사냥꾼들은 사냥한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 나뭇꾼들은 목재 생산물에 대한 보상을 한다.(벌목에 대한 용

적세) 

그 밖에 다른 금전 지급은 토지의 임대(renting)나 장기임대(leasing), 
손실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용역(services)에 대한 지급금 등
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 개념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다. 사업장 보유자들은 지
역 관행에 무지하거나, 법에 따른 이익배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부
추기기 위해, 어떤 설명도 없이 돈이 주어진다. 몽가베이(Mongabay)
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회사가 마을에 왔을 때, 의식에 써야 하니 
도축할 돼지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후 돌아와 돈 뭉치를 나누어 주었
다. 각 부족에 큰 금액의 돈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상당히 자의적이었
다.  Tali asih라는 단어를 써 가며 지급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마
을 주민들은 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워 했다.”126 
Sophie Chao에 따르면 Tali Asih (말 그대로 “헌납금”)는 지역 공동체
를 속이려 이용되는 대표적인 토착 의식이다. “주민들은 이 tali asih
라는 개념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부분적으로는 ganti 
rugi[기존 작물의 파괴에 대한 요금], 보상금, uang ketuk pintu[”문 
두드리기 돈”], 지급금, sewa harga[임대비], kantrak sewa[장기임
대비]]...등등 여러 단어와 구별없이 쓰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
고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명확했어요. 선의를 보여주려는 건지, 
‘문 열어주기’ 선물인지, 선물인지, 아니면 뭔가를 보답해야 하는 건지. 
uang ketuk pintu는 말그대로 문 두드릴 때 가져오는 돈이라는 뜻이
고, 이는 곧 사회적 관계로의 초대를 의미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무언가로 화답해야 한다고 느끼는 입장에 놓였어요.  이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들의 유일하게 관심을 보였던 건 땅이었어요. 
이 용어들의 의미가 많이 불명확했던 거죠.”127 

126. Mongabay, How land grabbers co-opt indigenous ritual traditions in Papua: 
Q&A with anthropologist Sophie Chao, March 2019, https://news.mongabay.
com/2019/03/how-land-grabbers-co-opt-indigenous-ritual-traditions-in-papua-
qa-with-anthropologist-sophie-chao/

127.  Mongabay, 2019년 3월. 각주 126 참조.

https://news.mongabay.com/2019/03/how-land-grabbers-co-opt-indigenous-ritual-traditions-in-papua-qa-with-anthropologist-sophie-chao/
https://news.mongabay.com/2019/03/how-land-grabbers-co-opt-indigenous-ritual-traditions-in-papua-qa-with-anthropologist-sophie-chao/
https://news.mongabay.com/2019/03/how-land-grabbers-co-opt-indigenous-ritual-traditions-in-papua-qa-with-anthropologist-sophie-chao/


48

부록 2  
- 2022년 2월, 무림 측에서부터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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