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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탄지는 지구 상에서 가장 큰 천연 탄소 저장고로, 전세계 초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탄지가 파괴되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전세계적으로 훼손된 이탄지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써 연간 1.3 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계 배출량의 약 6%에 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탄지 보호는 전세계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인도네시아의 이탄지에는 전세계 토양 탄소량의 약 5%에 달하는 800 억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에는 한때 전세계 열대 이탄지의 약 50%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이탄지에서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확장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름야자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하는 식물성 기름인 팜유 생산량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름야자 재배에서부터 정제에 이르는 다양한 팜유 생산
단계에 관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국내법 및 팜유인증제도 준수 여부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 정부는 인권과 기후변화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단속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은 플랜테이션으로 전환된
토지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재산권 등 다수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십년 전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주하여 정착한
이주민 공동체에서의 분쟁을 포함하여 수백 건에 이르는 토지 분쟁이 발생했다.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의 확장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탄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 주민들의 토지권이
침해당하고, 대규모 상업농이 전세계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인도네시아는
상업농의 이탄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 대거
파괴되도록 방치하고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이주정책을
통해 수백만 가구를 인구과밀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전역의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들 가구 중 다수가 이탄지숲을 포함한 숲지역에 정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이러한 이주민 정착지에서 기름야자 등의 플랜테이션 기업들에
컨세션(토지 사용권)을 내주었다. 플랜테이션 기업 중 일부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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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마을 소유의 땅으로 플랜테이션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토지 접근성과 생계 환경에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주민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마을과 팜유산업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주한 사람들 대부분은 농지를 포함해 정착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받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토지 관리가 부실하다. 토지 취득과 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약하고, 토지 사용에 관한 국가계획이 부실하고, 당국이 토지 접근성 및
토지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행하고 집행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절차와 구조가 불투명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이전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약한 거버넌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토착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본 보고서는 이주민과 정착민 공동체가
정부로부터 토지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업형 플랜테이션에 토지와 생계원을
박탈당하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받을 권리가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또한 플랜테이션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것을 막거나 토지를 잃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주민들을 기업과
정부 당국이 위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찰은 마을 주민과 토지권 활동가들의
행동을 범죄 행위로 기소했다.
본 보고서는 웨스트 칼리만탄 주 쿠부 라야 리젠시에 자리한 이주민·정착민 마을인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 올락 올락에 거주하는 주민 90 여 명과 토지 및 농업개혁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단체 대표 및 변호사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워치가 인도네시아 최대 토착민인권단체인 마스야라카트 아닷
누산타라(Masyarakat Adat Nusantara, 이하 AMAN)와 공동 저술하여 2019 년 9 월에
발표한 보고서 ‘숲을 잃으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인도네시아의 기름야자 플랜테이션과
인권침해’(When We Lost the Forest, We Lost Everything: Oil Palm Plantations and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의 동반 보고서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세루앗 두아, 멩칼랑 잠부, 올락 올락에 위치한 이탄지에서의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개발과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리가 조사한 모든
플랜테이션은 PT 신탕 라야(PT Sintang Raya)라는 회사 한 곳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이곳에서 2008 년에 처음 플랜테이션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소유 및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잠식하면서 확장되었다. PT 신탕 라야는 중견 기업으로서
상당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공동 소유의 형태로 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PT 신탕 라야의 사례를 조사한 것은 이 사례가 기업과 농촌 마을
간의 오랜 분쟁으로 인해 해당 마을들이 겪는 포괄적인 문제와 정부가 그러한 마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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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여 해결하거나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는 토지 관련 분쟁이 무수히 많고, 대부분은 정부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채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다. 세 마을의 정착민과 이주민들은 각각 1930 년대와
1950 년대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이 지역에 재정착된 일부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았다. 이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나 회사에서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회사의 ‘개발권’ 허가(HGU)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PT 신탕 라야의
플랜테이션과 이탄지 배수로 인해 담수원과 토양의 염도가 증가하면서 작물 수확량이
하락하고 염분이 섞이지 않은 안전한 식수를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웨스트 칼리만탄 주에는 170 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주 전체 면적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추정치에 따르면, 웨스트
칼리만탄 주의 이탄지는 약 360 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기름야자 재배를 위한
배수와 벌목은 산림과 생물다양성 파괴의 주된 원인이며, 대기 중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이탄지 지반 저하를 유발하며, 토양을 화재와 홍수에
취약하게 만든다.
지난 십여 년간 휴먼라이츠워치는 인도네시아의 부실한 토지 및 산림 관리가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탄지숲을 포함하여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하는 숲에 방대한 양의 천연자원이 있고,
탄소가 풍부한 이탄지에서 자라는 숲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토지를
이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이탄지숲 등의 자연림을 벌목하는 행위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이다.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숲을 불태우면서 나오는 연기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인접국으로까지 확산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산림과 플랜테이션 산업에
대한 부실한 거버넌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국내외적인 약속을 지키기 못할 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 하에 수립된 정부의
팜유인증제도(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ISPO)는 PT 신탕 라야와 같은
기름야자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토지 분쟁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
ISPO 는 제재와 책무성 규정이 약하고 불만해결기제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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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재산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참여할 권리, 효과적인
구제책을 이용할 권리의 보호를 명시하고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2015 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비준국이다. 이들 협약에
따른 의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2030 년까지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9%,
국제원조를 받을 경우 41%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리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보다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화재와 연기로 인한 문제 등 이탄지 관리와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연림과 이탄지에서 플랜테이션의 확대를 금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기름야자 업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기본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농촌 주민들의
재산권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기업 활동으로 인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사법적 및 비사법적으로
효과적인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특히 본 보고서의 경우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기업들은 토지권 소유자와 상의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등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기업은 정부가 이를 집행하거나
준수 여부를 감시하지 않더라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팜유와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국제적인 브랜드사와 소매상들 역시 자사의
공급망을 통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자사가 이용하는 팜유의 이력
추적성(traceability)을 높이고 그러한 팜유가 인권침해와 환경 파괴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문제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러한 문제와 연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우리 땅에서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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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권고
•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농업공간계획부/국립토지청(Ministry of Agrarian and Spatial Planning/National
Land Agency),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농업 및 산림 생산

•

지역(플랜테이션과 소작농)을 보존/복원 지역 및 이탄지 등의 자연림과 구분하여
상세한 토지 이용 지도를 제작하고 일반에 제공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관련 정부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장소 허가,
환경 허가(AMDAL), ‘개발권’ 허가(HGU) 등)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의의 의무 등 토지 취득 과정에서 토지 양도 과정 중 지역사회의 참여를 요하는
시민 참여 절차가 무엇인지를 명시한 법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농업공간계획부/국립토지청에 대한 권고
•

•

•

농촌 지역의 빈농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하여
투명성과 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인 및 마을의 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례적인 토지등록절차를 개혁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한다.
장소 및 HGU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도록 한다. 농촌 여성을 포함한 여성들이 토지 할당과 양도,
플라즈마(지역사회 플랜테이션) 합의와 관련한 의사 결정 등 농촌 개발에
참여하고 그러한 개발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한다.
대통령 직속 농업개혁팀(Presidential National Agrarian Reform Team)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보상도 제공하지 않은 모든 팜유
기업을 조사하여 제재를 가한다. 한시적인 기한을 정하여 토지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한다.

ISPO(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인증제도)를 포함한 농업부에
대한 권고
•

기름야자 기업과 플랜테이션의 국내법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을 배정한다.

•

5

HUMAN RIGHTS WATCH | JUNE 2021

•

피해 지역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분쟁 관리 및 불만 해결 제도와 팜유 업계에 대한
제 3 자 감시제도를 수립한다. 이러한 조치는 ISPO 의무 요건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을 ISPO
규정(ISPO 원칙과 기준 포함)에 통합시킨다.
o
o
o

o

•

이탄지를 포함한 일차림과 이차림 보호에 관한 지침을 ISPO 원칙과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인증의 선결요건으로써 팜유의 이력 추적성을 포함시키도록 원칙과 기준
등 ISPO 규정을 개정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고 준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ISPO 규정에 처벌과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 및 집행 기제를 포함시킨다.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기업 활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파리협약 목표에 맞추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그러한 목표 달성과 관련한 성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법적 요건을 명료히 하고 ISPO 인증 감사에 분명하고 투명한 법적 기준을
포함시킨다.
o
o

o

o
•

ISPO 감사, 민원 제기 및 항소, 분쟁 해결, 공개, 감시에 관한 분명한 지침과
평가 기준을 공개한다.
평가 기준을 통해 기업이 토지 양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명시한
‘개발권’ 허가(HGU) 절차를 포함하여 지역의 토지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업 정책과 관행이, 실제 영향에
상관없이 단순히 계획 이행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플랜테이션(플라즈마) 합의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맺은 보상
합의를 이행한다.

다음과 같이 ISPO 인증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o

감사의 설계에서부터 정보 수집, 감사 결과 발표, 결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감사 절차 전반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시민사회가 감독활동을 이행하고 감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독립적인 산림감시단(Jaringan Pemantau Independen Kehutanan)과
농업개혁컨소시엄(Konsorium Pembaruan Agraria) 등 시민사회감시단과

o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발급된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기구를 통해 발급된 인증을 재평가하고, 그러한 이의 제기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한다.

“왜 우리 땅에서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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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모든 ISPO 감사와 발급된 인증을 공개한다.

농지에 소규모로 불을 놓는 빈농들을 체포하고 처벌하기보다는 그러한 전통적인
화전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교육시킨다.

경찰에 대한 권고
•
•
•

토지 분쟁과 관련하여 법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등 국영 또는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토지 관련 분쟁
대응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전통적인 화전 방식을 이용하는 빈농들을 처벌하는 대신 대안적인 방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다.

PT 신탕 라야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기업들에
대한 권고
•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 또는 확장하기 전에 토지 취득 및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충분히 상의할 의무를 이행한다.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공정한 배상을 제공한다.

•

제안된 야자수 사업에 대해 정당한 인권 평가를 수행하여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규명한다. 해당 지역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인권과 관련한 영향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때만 사업을 진행한다.
마을 또는 주민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에서는 그러한 주장의 진위가
명확히 가려지기 전까지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음을 포함하여 성실한 인권 보호 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o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확인된 (지역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위험성과 부정적인 영향
o 그러한 위험성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
o 적절한 구제책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방법
o 그러한 조치의 결과 및 효과성

•
•

•
•

지역 NGO 들과 협력하여 기업활동으로 영향받는 지역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고, 이용 가능한 불만 해결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영향 받은 사람들이 불만 해결 절차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이름과 장소, 기타 중요 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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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산 팜유를 이용하는 국내외의 모든 기업에 대한 권고
•

•

•

•

기업의 정당한 인권 존중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이력 추적성을
포함시키고, 자사 공급망에 포함되는 팜유 플랜테이션의 이름과 주소, 기타
상세정보를 공개한다.
팜유 및 그 신뢰성의 측면에서 ISPO 인증이 매우 제한적임을 인지하고, 팜유
플랜테이션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보복금지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NGO 들과 협력하여 쉽게 이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고충처리절차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자사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위험성 분석, 예방, 완화 조치 및 그러한 조치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척도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특히, 위험성
평가에서 토지권, 생계, 환경 피해 등 팜유 구매와 관련한 인권침해 위험성이
포함되도록 한다.
o 팜유 회사의 플랜테이션과 정제 사업, 전세계 가치 사슬을 포함한
기업관계에서 해당 기업의 활동과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 및 환경
위험성과 영향을 규명하고 평가하기 위해 공급자 행동강령을 수립한다.
인권 및 환경 위험성의 식별과 평가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 또는 사업관계를 통한 기업 활동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연관될 수 있는 영향을 유발하거나 그러한 영향에 기여하는 관행을 조사하는 것
등 모든 기업 활동을 포괄해야 한다.

기부국, 유럽연합,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권고
•

•
•
•
•

팜유 및 그 파생물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여, 환경과 기후변화, 이력 추적성과
인권, 환경 요건 등 기름야자 재배로 인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농업공간계획부, 환경산림부, 농업부(ISPO 인증제도 포함)의
거버넌스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에 나열된 것과 같은 모든 필요한 개혁과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인도네시아와의 모든 양자간 무역 협정에서 강력하고 집행가능한 인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 규정을 포함시킨다.
팜유와 같은 원자재 구매를 포함하여 국제 기업의 전세계 가치 사슬에 적용되는
인권 및 환경 실사 관련 입법을 도입한다.
팜유와 같이 숲 파괴 위험성을 높이는 상품의 공급망에서 산림 파괴 예방을 위한
책임성 관련 법률을 도입한다.

“왜 우리 땅에서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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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관, 유엔, 기타 국제원조기구에 대한 권고
•

일차림과 이탄지에서의 기름야자 허가에 대한 현행 모라토리엄과 신규 토지
허가에 대한 모라토리엄 등 구체적인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한 성과를 요구한다.

•

기후변화, 지질 다양성(geodiversity),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모든 정부간
협약에서 숲과 함께 이탄지 보호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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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본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워치가 2018 년 3 월부터 9 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칼리만탄 주에서 진행한 연구와 2020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가상 플랫폼을 통해 실시한
후속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들은 2018 년 4 월과
5 월에 웨스트 칼리만탄 주 쿠부 라야 리젠시의 세루앗 두아, 멩칼랑 잠부 그리고 올락
올락 마을을 방문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2021 년 2 월부터 3 월까지 자카르타,
보고르, 폰티아낙에서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 학자 및 변호사들을 인터뷰했다.
이 연구는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이탄지에 거주하는 이주민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웨스트 칼리만탄 주 폰티아낙의 NGO 관계자들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워치가 인도네시아 최대
토착민인권단체인 마스야라카트 아닷 누산타라(Masyarakat Adat Nusantara, 이하
AMAN)와 공동 저술하여 2019 년 9 월에 발표한 보고서 ‘숲을 잃으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인도네시아의 기름야자 플랜테이션과 인권침해’(When We Lost the Forest, We
Lost Everything: Oil Palm Plantations and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의 동반
보고서이다. 1
우리는 쿠부 라야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 90 여 명과 법률지원 변호사, 토지 및
농업개혁 관련 활동을 하는 현지 NGO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3-10 명이 함께 한
8 건의 인터뷰를 제외하고 모든 인터뷰는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일부 NGO 관계자 및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제외하고 모든 인터뷰는 여성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다. 아동들은 인터뷰하지 않았다.
인터뷰에 참가한 주민들은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았다. 인터뷰
참가자들에게는 인터뷰의 목적과 자발성, 인터뷰 자료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인터뷰에 대한 동의는 구두로 받았다.
2021 년 2 월에 휴먼라이츠워치는 대상주식회사 소유의 기업인 PT 신탕 라야(PT Sintang
Raya)에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일련의 질문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이 회사는 우리의
서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2021 년 5 월에 우리는 PT 신탕 라야와 그 모기업인 PT 미원
인도네시아 Tbk 및 대상주식회사에 이메일과 팩스, 우편을 통해 우리의 조사 결과를
1 Human Rights Watch and Aliansi Masyarakat Adat Nusantara (AMAN), “When We Lost the Forest, We Lost Everything”: Oil
Palm Plantations and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 September 2019, https://www.hrw.org/report/2019/09/22/when-we-

lost-forest-we-lost-everything/oil-palm-plantations-and-rights-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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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일련의 질문을 담은 서신을 다시 한 번 발송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PT
신탕 라야와 그 모기업들은 우리의 서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2021 년 2 월에 휴먼라이츠워치는 환경삼림국(Environment and Forestry Office),
농업국(Office of Agriculture), 국립토지청(National Land Agency) 지역사무국, 경찰청 및
주지사실 등 웨스트 칼리만탄 주의 여러 정부 사무실에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서신을
발송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자카르타에 있는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농업공간계획부(Ministry of Agrarian
and Spatial Planning)에도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서신을 발송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들 정부 부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연구원들은 인도네시아 국내법, 관련 부처의 소관 법령, 판례, 그리고 웨스트 칼리만탄
주에서 조사한 지역 공동체들과 관련된 법률 문건을 검토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쿠부
라야 지역의 위성 사진, 지도, 이탄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림파괴, 이탄지의 발생과
파괴,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 올락 올락 마을로의 플랜테이션 확장 상황을
조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기후변화와 이탄지 파괴에 관한 학술 논문, NGO 와
연구소 등의 보고서, 언론 보도자료 등 2 차 자료원을 검토하여 우리의 조사 결과를
검증하였다.
일부 인터뷰 참가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몇몇의 경우에는
인터뷰 참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상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개요
웨스트 칼리만탄 주 쿠부 라야 리젠시의 세루앗 두아, 멩칼랑 잠부, 올락 올락 마을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며, 가족이 먹을 쌀과 채소,
코프라(코코넛 설탕)나 기름을 짜서 쿠부와 폰티아낙에 팔 수 있는 코코넛 등의 작물을
주로 재배한다. 게와 물고기, 새우를 잡아 식량과 수입을 충당한다. 주민들은
1930 년대에 지역에 들어온 자발적 정착민과 1950 년대에 정부 계획에 따라 재정착된
이주민들이 섞여 있다. 토지 사용권의 조건은 가족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농지 등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공식 문서화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자발적인 정착민은 그러한 문서가 없어 관습에 따라 토지를 경작한다.
쿠부 라야는 거의 전 지역이 저지대와 습지로 되어 있으며, 맹그로브 생태계에서는
동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이탄지 복원현황을 조사하는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이탄지복원청(Badan Restorasi Gambut,이하 BRG)이 갖고 있는 이탄지 분포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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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쿠부 라야 전 지역의 상당 부분이 깊이 3 미터 이상의 이탄(peat)으로 되어
있다. 2

세루앗 두아
세루앗 두아는 카푸아스강 유역의 작은 만(灣)을 따라 있으며 다 자란 맹그로브와
코코넛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k
Indonesia)에 따르면, 세루앗 두아에는 아동을 포함하여 1,753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3 면적은 7,750 헥타르(참고: 1 헥타르=1 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4 웨스트 칼리만탄
주 쿠부 라야 지역의 해안가에 자리하는데, 웨스트 칼리만탄은 기름야자로 인해
세계에서 산림 벌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이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
이탄지가 자리하고 있다. 웨스트 칼리만탄 이탄협회네트워크인 잠룻 칼바르(JAMRUT
KALBAR)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세루앗 두아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는 2,060 헥타르가
이탄지이다. 세루앗 두아는 파릿 H. 압두라만(Parit H. Abdurrahman), 파릿 하지 후세인(Parit
Haji Husein), 파릿 롱카데르(Parit Longkader), 파릿 수라바야(Parit Surabaya)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분은 루쿤 와르가(Rukun Warga)가 관할한다.

멩칼랑 잠부 5
6,200 헥타르에 달하는 멩칼랑 잠부 마을은 이탄지와 습지, 갯벌로 이루어져 있다. PT
신탕 라야는 이 마을 부지를 일부 포함하는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약
3,500 헥타르(전체 마을 면적의 56%)가 이탄지이며, 이 중 29%(1,000 헥타르 이상)가
PT 신탕 라야의 플랜테이션 컨세션에 속한다. 나머지 약 2,700 헥타르(44%)는
맹그로브숲이다. 2014 년도 산림부 법령에 의하면, 멩칼랑 잠부 마을의 40%는 숲 및

2 Peatland Restoration Information and Monitoring System (PRIMS, Badan Restorasi Gambut-BRG), interactive map,
https://en.prims.brg.go.id/platform?q=eyJiYXNlbWFwIjoiZ3JleV9iYXNlbWFwIiwiZXh0ZW50IjpbMTA3LjYzNzI5NTMyMjY1NjI2LC
0xLjA5OTUyNDA1NDI5Njg3NTEsMTExLjM4OTEyNjM3NzM0Mzc2LDAuMzU4OTExMDA0Mjk2ODc0OTRdLCJsYXllciI6W3siaWQiOiI
zOCIsInN1YmxheWVyIjpbXX0seyJpZCI6IjQ0Iiwic3VibGF5ZXIiOltdfV19 (accessed August 4, 2020).
3 BPS-Statistics of Kubu Raya Regency (Badan Pusat Statistik Kabupaten Kubu Raya, BPS), “Kubu Sub-district in Numbers

2020” (“Kecamatan Kubu Dalam Angka 2020”), 2020, p. 11,
https://kuburayakab.bps.go.id/publication/2020/09/28/72707445eb5311910b681f43/kecamatan-kubu-dalam-angka2020.html (accessed April 12, 2021).

4 Ibid., p. 3.
5 Peatland Restoration Agency (Badan Restorasi Gambut), “Village Profile Mengkalang Jambu, Kubu District, Kubu Raya

Regency, West Kalimantan Province “ (“Profil Desa Mengkalang Jambu, Kecamatan Kubu, Kabupaten Kubu Raya, Provinsi
Kalimatan Barat”) ), 2018, http://brg.go.id/wp-content/uploads/2019/03/FIX-Kalbar-Kubu-Raya-Kubu-Desa-MengkalangJambu.pdf (accessed Septembe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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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도 지역으로 보호된다. 6 멩칼랑 잠부의 루쿤 테탕가(Rukun Tetangga, 마을
반장)에 의하면, 2015 년도 추정으로 볼 때 137 가구(700 명)가 마을과 PT 신탕 라야
간의 토지권 분쟁으로 영향을 받았다. 7 멩칼랑 잠부의 정착민 가족들은 이 지역에서
역사가 1935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멩칼랑 잠부 마을의 주민공동체는 말레이, 자바,
부기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락 올락 8
올락 올락은 이주민 마을로, 1957 년에 자바섬에서 처음으로 이주민들이 도착했다. 9
그리고 1969 년부터 1997 년까지 자바섬에서 더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왔다.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2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증서를 제공했고, 이주민들은 주로 벼와 기타
작물, 코코넛을 재배했다. 전체 면적이 5,568 헥타르에 달하는 올락 올락은 쿠부 라야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이다. 카푸아스강을 따라 있는 맹그로브숲이 약
331 헥타르(마을 전체 면적의 6%)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는 약 4,860 명(약
1,250 가구)이다. PT 신탕 라야(PT SR)와 PT 시프타 툼부훔부(PT Cipta Tumbuhumbuh,
PT CTB)가 소유한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마을 전체 면적의 76%에 달한다. 플랜테이션
컨세션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주민들의 집과 텃밭, 논, 맹그로브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4,831 헥타르(마을 전체 면적의 87%)가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확장을 위한 벌채와
배수로 인해 파괴된 이탄지이다. 10 2015 년에는 과도한 배수로 인해 이탄지에 불이
나면서 올락 올락 쿠부 마을의 동식물 개체수 감소가 가속화되었다.

6 Ibid. 정부는

웨스트 칼리만탄 멩칼랑 잠부 마을에서 전체 마을 면적의 49%에 달하는 3,000 헥타르를 관리한다. 이
지역은 2014 년 웨스트 칼리만탄 산림 및 수자원 보존에 관한(2014 concerning Forest Area and Provincial Water
Conservation in West Kalimantan) 산림부령 제 733 호 / Menhut-II / 2014(Minister of Forestry Decree Number 733 / MenhutII / 2014)에 의거한 산림보호지역이다.

7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멩칼랑 잠부의 마을 지도자인 아리에프와 진행한 인터뷰.

8 Peatland Restoration Agency (Badan Restorasi Gambut), “Village Profile Olak Olak, Kubu District, Kubu Raya Regency, West

Kalimantan Province” (“Profil Desa Olak Olak Kubu, Kecamatan Kubu, Kabupaten Kubu Raya, Provinsi Kalimatan Barat”),
2018. http://brg.go.id/wp-content/uploads/2019/03/Kalbar-Kubu-Raya-Kubu-Desa-Olak-Olak-Kubu.pdf (accessed
September 20, 2020).

9 Andang Firmansyah, Superman Superman, Galuh Bayuardi, “Pengalaman Transmigrasi Di Indonesia (Studi di Desa OlakOlak, Kecamatan Kubu, Kabupaten Kubu Raya),” Jurnal HISTORIA, vol. 6, no. 2 (2018), doi:10.24127/hj.v6i2.1086.
10 Peatland Restoration Agency (Badan Restorasi Gambut), Badan Restorasi Gambut. “Village Profile Olak Olak, Kubu

District, Kubu Raya Regency, West Kalimantan Province” (“Profil Desa Olak Olak Kubu, Kecamatan Kubu, Kabupaten Kubu
Raya, Provinsi Kalimatan B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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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그러한
정책들은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으로 전환된 땅이나 그 인근에 사는 농촌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권 등 인권을 저해하고 있다. 이탄지가 기업농 용도로 전환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는 지역을 대거
파괴하도록 허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전지구적인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부의
이주정책은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과 환경훼손 문제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기업농에 의한 대규모 팜유 생산을 지원하고 토착민과
이주민들이 점유한 토지와 중첩되는 지역에 플랜테이션 허가를 내주었다. 정부는
이주정책과 팜유 관련 정책들이 경제 발전과 빈곤 감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선전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생계를 의존하는 토지 사용권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했다. 적절한 감독과 권리 강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와 숲에 대한 토착민과
이주민, 기업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는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졌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결과를 낳았다. 분쟁 대상인 숲과 이탄지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의 이주정책
인도네시아의 이주정책(Transmigrasi)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재정착 프로그램 중
하나로 11, 1973 년부터 인구과밀지역인 자바, 마두라, 발리, 롬복에서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파푸아 등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2 이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11 Rebecca Elmhirst, “A Javanese Diaspora? Gender and Identity Politics in Indonesia’s Transmigration Resettlement

Program,”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23, no. 4 (2000), pp. 487–500, accessed January 21, 2021,
doi:10.1016/s0277-5395(00)00108-4; and Rachel Weaving, “Transmigration in Indonesia,”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Briefing Report, September 1994,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187401468042260249/Transmigration-in-Indonesia (accessed April 12, 2021);
and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Indonesia - The transmigration program in perspective,” World Bank country study, July
1988,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353671468771708841/indonesia-the-transmigration-program-in-perspective (accessed May 2,
2021).
12 Indonesia Law on Transmigration No 15/1997 (update on Law Number 3/1972 on Basic Provisions of Transmigration); for

history and overview see Ton Van Der Wijst, “Transmigration in Indonesia: An Evaluation of a Population Redistribution
Polic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4, no. 1 (1985): pp. 1–30.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는 17,508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2014 년 현재 인구 수가 253,609,643 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4 위를 차지한다.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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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토지 사용권, 토착민 및 거대 기업들과의 토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로 자바 출신의 가난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이주정책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술라웨시, (지금은 파푸아와 웨스트 파푸아로 불리는) 이리안 자야 등의 지역에서
토착민과 불편한 공존 상태에 놓인 이주민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13 이 정책의 일부
비판자들은 이주민들이 토착문화를 위협하고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지역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14 1985 년에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urvival
International)은 산림 파괴와 인권 문제를 들어 이 정책을 ‘세계은행의 가장 무책임한
프로젝트’로 손꼽았다. 15
이 이주정책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6 2019 년 8 월에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이주협력회의’(National Transmigration Coordination Meeting)의 개회식에서
당시 유수프 칼라 부통령은 이 정책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주민과 지역 토착민들의
기술을 혼합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였다고 자찬했다. 17 정부는 52 개 이주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0-2024 중기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2019 년
12 월에 또 한차례의 이주정책을 출범시켰다. 18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acts and Figures,” https://www.embassyofindonesia.org/index.php/basic-facts/
(accessed January 21, 2021).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인 자바섬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인구 밀집도가
높았다.
13 Elmhirst, “A Javanese Diaspora? Gender and Identity Politics in Indonesia’s Transmigration Resettlement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p. 487.

Program,”

14 “West Papua: Indonesian Transmigration Program Further Marginalizes the Indigenous Population,” Unrepresented

Nations & Peoples Organization, November 6, 2014, https://unpo.org/article/17676 (accessed October 2, 2020).

15 Philip M. Fearnside, “Transmigration in Indonesia: Lessons from Its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21, no. 4 (1997): pp. 553–570, doi:10.1007/s002679900049. 14 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 컨소시엄은

1986 년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주 정책을 ‘최악의 정책 5 개’ 중 하나로 손꼽았다. 이 다섯 개의 정책은 세계은행 주도의
사업에 환경적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되었는데, 나머지 4 개 정책은 브라질의
폴로노로에스테(Polonoroeste) 사업, 중국의 샨샤댐 사업, 인도의 나르마다댐 사업, 그리고 보츠와나의 가축 III 사업이다.
See also; “Human Rights Watch, East Timor Alert: Stop Transmigration!,” Human Rights Watch news release, September 20,
1999, https://www.hrw.org/news/1999/09/20/east-timor-alert-stop-transmigration.
16 2017

년 5 월, 자카르타 포스트(Jakarta Post)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번잡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600,000 헥타르의 토지를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See “Indonesia prepares 600,000 ha land for
transmigration,” Jakarta Post, May 5, 2017,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7/05/05/indonesia-prepares600000-ha-land-for-transmigration.html (accessed April 12, 2021).
17 “Transmigrasi, Berhasil Sejahterakan Pendatang dan Penduduk Lokal,”Tempo.co, August 1, 2019,

https://bisnis.tempo.co/read/1231146/transmigrasi-berhasil-sejahterakan-pendatang-dan-penduduk-lokal (accessed
October 2, 2020).

18 "Indonesia's Transmigration Program Moves More People Outside Java, But They Remain Poor,” Jakarta Post, December 25,
2019,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2/25/indonesias-transmigration-program-moves-more-people-outsidejava-but-they-remain-poor.html (accessed April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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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의 토지권
이주민들은 지정 지역에서 일정 단위에 배정되며 소유권을 명시한 공식 문서를 받는다. 19
대부분의 이주민 가정은 소유지에 대해 소유증서(hak milik)를 갖고 있으나, 이 정책에
공식 포함되지 않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정착민들은 그러한 증서가 없다.
일반적으로 각 가구는 세 구획으로 된 2 헥타르 상당의 토지를 받았다. 이 세 구획은
라한 우사하 1(농사용 토지(LU1), 0.75 헥타르), 라한 우사하 2 (LU2, 1 헥타르), 그리고 집과
텃밭을 포함한 토지 0.25 헥타르이다. 20
토지와 집은 추첨으로 배정된다. 이 정책은 또한 (학교, 교회, 모스크, 절, 공동묘지, 마을
사무소 등) 공공 건물용 부지와 타나 레스탄(tanah restan)이라 불리는 비축 토지를
포함하는데, 타나 레스탄은 주로 남은 숲으로 구성된다. 비판자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 증서의 제공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이고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가 토지 증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1 실제로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배당한 토지와 중첩되는 토지를
기업들에 제공했다. 기업이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여 보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한다.

주요 팜유생산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이 팜유의 상당 부분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이주정책에서 주요 이주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리아우, 칼리만탄,
수마트라에서 생산된다. 2019 년에 인도네시아는 5 천만 톤 이상의 비정제 팜유를
생산했는데, 이는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넘고 전세계에서 두 번째 팜유 생산국인

19 See Arif Rudy, Arif Firmansyah Ade, and Khoiriah Siti. "Evaluation of Indonesian Transmigration Law According to Land

Certification for Transmigrants," Journal of Law, Policy and Globalization, vol. 66 (2017): pp. 55-59, citing Law on
Transmigration No. 15/1997, Pasal 24; amended by Law No. 29/2009. 루디 등의 분석에 의하면, 이주민용 토지는 재산권
증서와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이주법(Transmigration Law) (7)항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은 해당 정착단위(settlement
unit)의 이주 후 5 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 31 조 (1)항은 SP-Pulgar 의 일환으로 이주민에게 배정된 토지는 배정 후
15 년간 양도를 금한다고 명시한다. 개정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 증서에 대해서는 언급 않는다.
20 Michael Hoppe and Heiko Faust, “Transmigration and Integration in Indonesia: Impacts on Resource Use in the Napu
Valley, Central-Sulawesi,” Research Project on Stability of Rain Forest Margins (STORMA) Discussion Paper Series Subprogram A on Social and Economic Dynamics in Rain Forest Margins No. 13 (January 2004), p. 8,
http://webdoc.sub.gwdg.de/ebook/serien/yo/STORMA/SDP13.pdf (accessed September 16, 2020).
21 See Rudy, Ade, and Siti, “Evaluation of Indonesian Transmigration Law According to Land Certification for Transmigrants,”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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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생산량보다 두 배가 넘는 양이다. 22 2019 년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주요
팜유 수출시장은 중국(6 백만 톤), 인도(480 만 톤), 유럽연합(460 만 톤)이었다. 23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량은 유지화학제품(동식물 기름이나 지방에서 추출한 화합물)과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로 인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EU 가
2023 년까지 바이오연료용 팜유 수입량을 2019 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2030 년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아프리카와 북미지역에서 새로운 수출로가
열리고 있다. 25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이미 약한 법률이 정부의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더욱 약해져 팜유 생산기업들이 웨스트 칼리만탄과 잠비 지방에 있는 두 토착민
공동체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보고했다. 26 2019 년에 실시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팜유 플랜테이션의 19%에 달하는 310 만 헥타르가 숲 지역에서
정부의 공식허가없이 운영되고 있다. 27

22 Indonesian Palm Oil Association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GAPKI), “The Reflection on Palm Oil
Industry in 2019 and Prospect for 2020,” May 2020, https://gapki.id/en/news/18425/the-reflection-on-palm-oil-industry-in2019-and-prospect-for-2020 (accessed September 17, 2020); “Palm Oil Production by Country in 1000 MT [Metric Tons],”
Index Mundi, https://www.indexmundi.com/agriculture/?commodity=palm-oil (accessed November 5, 2018).
23 GAPKI, “The Reflection on Palm Oil Industry in 2019 and Prospect for 2020.”
24 See, for exampl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Indonesia: Oilseeds and Product

Update,” GAIN report No. ID1821, July 2018, https://www.fas.usda.gov/data/indonesia-oilseeds-and-products-update-10
(accessed April 12, 2021), p. 2.

25 GAPKI, “The Reflection on Palm Oil Industry in 2019 and Prospect for 2020”; Philip Blenkinsop, “EU Singles Out Palm Oil

for Removal from Transport Fuel,” Reuters, March 13,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eu-biofuels/eu-singles-outpalm-oil-for-removal-from-transport-fuel-idUSKBN1QU1G9 (accessed April 12, 2021); “Palm Oil is not a Green Fuel, Says EU,”
Transport and Environment, April 16, 2019, https://www.transportenvironment.org/news/palm-oil-not-green-fuel-says-eu
(accessed April 12, 2021).
26 Human Rights Watch and AMAN, “When We Lost the Forest, We Lost Everything” Oil Palm Plantations and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 Friends of the Earth, LifeMosaic, Sawit Watch, “Losing Ground: The Human Rights Impacts of Oil Palm

Plantations Expansion in Indonesia,” February 2008. https://www.foei.org/wp-content/uploads/2014/08/losingground.pdf
(accessed April 12, 2021); and Agus Adrianto, Heru Komarudin and Pablo Pacheco, “Expansion of Oil Palm Plantations in
Indonesia’s Frontier: Problems of Externalities and the Future of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Land, vol 8, no. 4
(2019), accessed April 12, 2021 https://www.cifor.org/knowledge/publication/7260.
27 Eko Listiyorini and Yoga Rusmana,

“Indonesia Finds One-Fifth of Palm Oil Plantations Are Illegal,” Bloomberg, October 10,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0-10/indonesia-finds-one-fifth-of-palm-oil-plantations-are-illegal
(accessed April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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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관련 토지 분쟁 건수
토지 분쟁에 관한 최신의 종합적인 공식 자료를 얻기는 힘들다.
부당행정 민원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구인 옴부즈맨 레푸블릭크
인도네시아(Ombudsman Republik Indonesia)는 2017 년에 토지 관련 분쟁으로
450 건의 신고를 받았는데, 이 중 163 건이 팜유 플랜테이션과 관련되었다. 팜유
플랜테이션과 관련한 분쟁은 2016 년과 2017 년에 다른 모든 부문을 제치고 가장
높은 분쟁 건수를 기록했다. 2018 년에는 토착민 등 지역 공동체가 기업을 상대로
낸 토지 관련 민원이 1,000 건을 넘었다.
(농민, 토착민, 여성, 어민, 도시빈민 단체를 포함한) 153 개 단체연합인
농업개혁컨소시엄(Konsorsium Pembaruan Agraria)은 2017 년에 전국적으로 65 만
가구에 영향을 끼치는 ‘농지 분쟁’(토지 관련 분쟁) 659 건을 기록했다. 2018 년에는
그 수가 410 건, 2019 년에는 279 건이었다. 이 단체는 관련 기록에서 신규 분쟁
건수가 서서히 감소하기는 했으나 “농지 분쟁으로 인해 [……] 정부 관계자들에
의한 심각한 수준의 잔혹한 만행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현실은
2019 년에 14 명이 사망하고, 211 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토지를 지키려다
258 명이 체포되는 등 토지분쟁과 관련한 폭력이 증가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팜유 생산에 필요한 이탄지 배수
이탄지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습지의 일종으로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28 실제로 이탄지는 지구 상에서 가장 큰 천연 탄소 저장고로, 전세계

28 UN Environment Programme, “Peatlands Store Twice as Much Carbon as All the World’s Forests,” February 1, 2019,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peatlands-store-twice-much-carbon-all-worlds-forests (accessed
April 12, 2021); Jens Leifeld, Chloe Wüst-Galley, and Susan Page, “Intact and managed peatland soils as a source and sink of
GHGs from 1850 to 2100,” Nature Climate Change, vol. 9 (December 2019): pp. 945–947; Julie Loisel, Angela V. Gallego-Sala,
Matthew J. Amesbury, et al., “Expert assessment of future vulnerability of the global peatland carbon sink. Nature Climate
Change, vol. 11 (2021): pp. 70–77 (2021); and Global Peatlands Initiative, “What is Peat and Where is it found,”
http://www.globalpeatlands.org/ (accessed April 12, 2021); 이탄은 수천 년간 습윤지에서 불완전하게 분해된 식물 잔해가
두껍게 쌓여 형성된 퇴적물을 말한다. 자연 상태의 이탄지는 수천 년간 식물 잔해가 쌓여 형성된 축축한 유기 토양이다.
습윤 상태의 이탄은 탄소 포집에 매우 중요한데, 축적된 탄소화합물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이탄지의 유형은 유기물질과 유기층 두께의 비율에 따라 다양하다. See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The Challenges of Growing Oil Palm on Peatlands,” October 30, 2017, https://rspo.org/news-andevents/news/the-challenges-of-growing-oil-palm-on-peatlands (accessed April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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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목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탄소를 보유하고 있다. 29 정치적인 의지 부족과 특히
재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부의 미약한 조치와 무대응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 생태계가 과도하게 개발되고 배수, 농지 전용, 화전, 연료 채굴로 인해
손상되었다. 그 결과, 수세기 동안 이탄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로부터 이산화탄소(CO2) 등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 이대로 이탄지가 계속 배수된다면
파리기후협약의 섭씨 1.5 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30
인도네시아의 이탄지에는 전세계 토양 탄소량의 약 5%에 달하는 800 억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1,300-2,100 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탄지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파푸아 지역 일부에 자리하고 있다. 31
이탄지는 웨스트 칼리만탄의 약 29%를 포괄하는데, 국제습지보전협회(Wetlands
International)는 이 지역이 170 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웨스트 칼리만탄의 이탄지에는 36 억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2020 년에 인도네시아팜유협회(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이하
GAPKI)는 인도네시아에 약 1,500 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탄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있으며, 이 중 약 25%인 4 백만 헥타르가 기업에 대한 토지
컨세션을 통해 상업용 산림과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했다. 32 정부
컨세션 내에 포함된 전체 이탄지 면적은 식재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하여 이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GAPKI 나 ISPO(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협회)와 같은 정부기관들은 이탄지에서의
생산량을 포함하여 팜유 생산량을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GAPKI 는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3 그러나 이탄지에서 대규모 기름야자를
재배하기 위해 요구되는 배수는 이탄의 산화에 따른 높은 CO2 배출량, 지반 침하,
화재와 홍수 가능성 증가 등 환경과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의 규제는

29 International Un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Issues Briefs: Peatlands and Climate Change,”

https://www.iucn.org/resources/issues-briefs/peatlands-and-climate-change (accessed April 12, 2021). 전세계적으로
반자연 상태의 이탄지가 포괄하는 지역(>3 백만 km2)에서 연간 0.37 기가톤의 탄소가 포집된다.
30 Florian Humpenoder, Kristine Karstens, Hermann Lotze-Campen, Jens Leifeld, Lorenzo Menichetti, Alexandra Barthelmes,

and Alexander Popp, “Peatland Protection and Restoration are Key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vol. 15, no. 10 (October 2021).
31 인도네시아에서는

이탄지가 전체 국토의 10.8%인 2,060 만 헥타르에 달한다. Wetlands International, “Peatland
Treasures,” https://indonesia.wetlands.org/our-approach/peatland-treasures/#read-more (accessed April 12, 2021).
인도네시아의 이탄지와 습지는 약 1,300 만 헥타르에 달한다. See Sustainable Management of Peatland Forests in
Southeast Asia, “Indonesia,” http://www.aseanpeat.net/index.cfm?&menuid=68 (accessed January 21, 2021).

32 GAPKI, “Reading ‘Cinderella Story’ In Peat Lands Use For Oil Palm,” July 2020, https://gapki.id/en/news/18886/reading-

cinderella-story-in-peatlands-use-for-oil-palm (accessed April 12, 2021).

33 Ibid.; see also, GAPKI, “Don’t Paint Peat Lands with the Same Brush,” July 2020. https://gapki.id/en/news/18851/dont-

paint-peat-lands-with-the-same-brush (accessed April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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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산업 내에서 지속가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관행을 확립하기에 불충분하고 그나마
있는 규제도 매우 제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벌목과 배수로 인해 훼손된 이탄지는 온실가스의 주요한 배출원으로써,
연간 1.3 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계 배출량의 약 6%에 달하는 수준이다. 34 토지, 토지 용도 변경,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로 흔히 LULUCF 라고 불린다) 목적으로 이탄지를 벌목하고
배수하는 행위는 인도네시아에서 산림 벌채와 생물다양성 파괴, 이탄지 지반 침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35
이탄지에서의 기름야자 재배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전세계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탄지 지반 침하, 그로 인한 홍수, 생산성 저하,
물길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기름야자 재배에 필요한 배수는
이탄의 산화를 유발하고 토양을 화재와 홍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36 플랜테이션에
따른 물길의 변화는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배수로 인한 영향이
플랜테이션 경계로부터 5 킬로미터까지 미치며 플랜테이션 밖에서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37 이탄지의 배수는 저장된 탄소의 배출에 더하여 해당 지역을 화재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가장 주된 우려사항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함해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38 이탄지 생태계를 기름야자로 바꾸기

34 International Un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Issues Briefs: Peatlands and Climate Change.”
35 Global Forest Watch, “Fires,” https://fires.globalforestwatch.org/about/docs/Infographic-WRI-Forest-v1.0.pdf;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IFAD), Global Environment Facility, “Sustainable Management of Peatland Ecosystems in
Indonesia (SMPEI) Final Project Design Report,” 2016, https://www.thegef.org/project/sustainable-management-peatlandecosystems-indonesia-smpei (accessed April 13, 2021), p. xi, para. 3; an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ECD
Green Growth Policy Review of Indonesia 2019,” https://www.oecd-ilibrary.org/sites/5679efba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5679efba-en&mimeType=text/html (accessed January 21, 2021). 이탄지의
배수로 인해 이탄 습지가 마른다. 그러면 화재에 취약해지고, 건기와 우기에 수자원을 관리하고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수자원 관리와 조절은 홍수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배수로 인해 이탄지가 마르면서
이탄지숲이 화재에 극도로 취약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CIFOR, Kristell
Hergoualc’h, Rachel Carmenta, Stibniati Atmadja, Christopher Martius, Daniel Murdiyarso, and Herry Purnomo, “Managing
peatlands in Indone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local and global communities,”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info brief, February 2018, http://www.cifor.org/publications/pdf_files/infobrief/6449-infobrief.pdf (accessed April
12, 2021).
36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The Challenges of Growing Oil Palm on Peatlands.”
37 Ibid.
38 Impacts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Chapter 3: Impacts of 1.5C global warming on natural and

human systems,” in “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 C,” October 2018, https://www.ipcc.ch/sr15/chapter/chapter-3/
(accessed March 1, 2021); Shannon N. Koplitz, et al., “Public Health Impacts of the Severe Haze in Equatorial Asia in
September-October 2015: Demonstration of a new framework for informing fire management strategies to reduce downwind
smoke exposure,”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vol. 11, no. 9 (2016), accessed April 13, 2021, doi:10.1088/17489326/11/9/094023;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The Challenges of Growing Oil Palm on Pea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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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시하는 벌목과 배수, 화전으로 인해 토지가 침하되고, 우리가 조사한 지역의
경우에는 바닷물의 범람에 더욱 취약해졌다. 39
이탄지 복원 현황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인 이탄지복원청(Badan Restorasi Gambut, 이하
BRG)의 이탄지 분포 자료에 의하면, 쿠부 라야 리젠시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에서
이탄의 깊이가 3 미터를 넘는다. 인도네시아 법률은 이탄의 깊이가 3 미터 이상인
곳에서 상업용 식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일상적으로 무시되며 집행하기도
어렵다. 40 이탄지의 분포 및 깊이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법적으로 대규모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기 어렵다. 잠룻
칼바르(웨스트 칼리만탄 이탄협회네트워크)의 자료에 의하면, 세루앗 두아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는 2,060 헥타르가 이탄이다.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으로 유발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 부족
지난 20 년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 벌채 41와 이탄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탄지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42 2016 년에
39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The Challenges of Growing Oil Palm on Peatlands.”
40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Regulation No. P.10/MENLHK/SETJEN/KUM.1/3/2019 on Determination, and

Management of Peat Done Peaks Based on Peat Hydrological Unity, art. 4 and 8,
https://www.rimbawan.net/2019/04/permenlhk-nomor-p10-tahun-2019-tentang.html; Law No. 32/2009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 Presidential Decree No. 32/1990 on the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PP. No 47/1997 on
Spatial Planning; Peter Hadfield, “Large ecological cost as peat removed for palm oil,” The Science Show, ABC National
Radio, Australia, November 26, 2016,
https://www.abc.net.au/radionational/programs/scienceshow/large-ecological-cost-as-peat-removed-for-palmoil/8058716 (accessed April 13, 2021); Jukka Miettinen, Aljosja Hooijer, Ronald Vernimmen, Soo Chin Liew, and Susan E.
Page, “From carbon sink to carbon source: extensive peat oxidation in insular Southeast Asia since 1990,”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vol. 12, no. 2 (2017), accessed April 13, 2021, doi:10.1088/1748-9326/aa5b6f; Susan E. Page and A.
Hooijer. “In the line of fire: the peatlands of Southeast Asia,”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vol. 371, no. 1696 (2016), accessed April 13, 2021, doi: 10.1098/rstb.2015.0176; Jukka Miettinen, Chenghua Shi,
Soo Chin Liew, “Land cover distribution in the peatlands of Peninsular Malaysia, Sumatra and Borneo in 2015 with changes
since 1990,” Global Ecology and Conservation, vol. 6 (2016): pp. 67–78; Jukka Miettinen, Aljosja Hooijer, Chenghua Shi,
Daniel Tollenaar, Ronald Vernimmen, Soo Chin Liew, Chris Malins, and Susan E. Page, “Extent of industrial plantations on
Southeast Asian peatlands in 2010 with analysis of historical expansion and future projections,” Global Change Biology
Bioenergy , vol. 4, no. 6 (2012): pp. 908–18, accessed April 13, 2021, doi:10.1111/j.1757-1707.2012.01172.x.
41 Apriza Pinandita,

“Indonesia to receive $56 million from Norway for reducing emissions,” The Jakarta Post, May 22, 2020,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5/22/indonesia-to-receive-56-million-from-norway-for-reducingemissions.html (accessed April 13, 2021); Mikaela Weisse and Elizabeth Dow Goldman, “We Lost a Football Pitch of Primary
Rainforest Every 6 Seconds in 2019,” World Resources Institute, June 2, 2020, https://www.wri.org/blog/2020/06/globaltree-cover-loss-data-2019 (accessed April 13, 2021). 2019 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324,000 헥타르에 달하는 일차림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8 년에 비해 5% 감소한 것이며, 일차림 소실율은 3 년 연속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42 Government Regulation No. 57 of 2016, Amendments to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71 of 2014 concerning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Peat Ecosystems; Government Regulation No. 71 of 2014,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Peat
Ecosystems; Presidential Decre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2 of 1990, Protected Area Management; Pres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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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 이행의 일환으로 부분
훼손된 이탄지 2 백만 헥타르를 복원하기 위해 이탄지복원청을 설립하고, 방화를 통해
이탄지의 초목을 없애는 행위를 금지했다. 43 이 기관은 환경산림부 장관의 감독 하에
7 개 지방에서 부분 훼손된 이탄지의 복원을 담당한다. 44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업무 범위에도 불구하고 이탄지복원청은 상업적 산림과
기름야자 컨세션을 포함해 어떠한 컨세션 내에서도 이탄지 복원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컨세션 소유자가 이탄지복원청과 협력하여 그러한 이탄지를 복원하고자
할 때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례로, 이탄지복원청은 올락 올락 및 멩칼랑 잠부
마을과 훼손된 이탄지 복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45 그러나 PT 신탕 라야 컨세션
Regulation No. 1 of 2016, Peatland Restoration Agency; Presidential Instruction Number 8 of 2015, Postponement of Granting
of New Permits and Improving Management of Primary Natural Forests and Peatlands; Presidential I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11 of 2015, Improving Forest and Land Fire Control; Regulation of the Head of the Peatland Restoration
Agency Number: P.1 / BRG-KB / 2017, Technical Guidelines for Distribution of Government Assistance to Local Governments
or Communities Scope of the Peat Restoration Agency (‘PP71’);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P. 12 / Menlhk-II / 2015, Industrial Plantation Forest Development; Decree of the Head of the
Peatland Restoration Agenc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Peat Ecosystem Restoration Monitoring System; Decree of the
Head of the Peatland Restoration Agenc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in Performance Indicators for BRG in 2018,
https://brg.go.id/produk-hukum/ (accessed September 22, 2020)
43 Republic of Indonesia,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ovember 2016,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Indonesia%20First/First%20NDC%20Indonesia_submitte
d%20to%20UNFCCC%20Set_November%20%202016.pdf (accessed March 1, 2021); Moratorium of New Permits and
Finalization of Management for Primary Forest and Peatland (Presidential Instruction No. 10/2011; No. 6/2013 and 2015). 이
대통령 지침은 2 년간 새로운 허가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과 이탄지 배수 및 개발 중단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기타 지침을 포괄한다. 2014 년 9 월 인도네시아 이탄지 규정(Indonesian National Peatland Regulation)(PP71)의
승인과 이탄지복원청(Peatland Restoration Agency)의 수립. PP71 은 2018 년까지 지속가능한 이탄지 관리를 위한 주요
규제 및 기획 도구로써 이탄지 수자원 단위(peatland hydrological units, PHU)의 지정, 평가, 지도 제작을 명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2015 년 6 월에 환경산림부 내에 이탄지훼손관리국(Directorate for Peatland Degradation
Control)을 설치하고, 유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al Environment Programme)과 그 파트너들에 ‘글로벌 이탄지
이니셔티브’(Global Peatlands Initiative)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See: “Working as one: how Indonesia came together for
its peatlands and forests,” UN Environment Programme, June 4, 2019,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working-one-how-indonesia-came-together-its-peatlands-and-forests (accessed April 24, 2021). 인도네시아는
ASEAN 이탄지숲프로젝트(ASEAN Peatland Forests Project, APFP)에 참여하는 4 개국 중 하나이다. See “About PFP,”
Sustainable Management of Peatland Forests in Southeast Asia,” undated,
http://www.aseanpeat.net/index.cfm?&menuid=38 (accessed April 24, 2021).
44 A. Muh. Ibnu Aquil, “Plan to Dissolve Peatland Restoration Agency Raised Concerns,” The Jakarta Post, July 17, 2020,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7/16/plan-to-dissolve-peatland-restoration-agency-raised-concerns.html
(accessed October 26, 2020). BRG 는 컨세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70 만 헥타르의 이탄지(숲 컨세션 지역의 경우
120 만 헥타르, 플랜테이션 컨세션 지역의 경우 550,000 헥타르)에서 이탄지 복원을 위해 컨세션 소유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컨세션에 포함되지 않은 이탄지 890,000 헥타르에서는 지역 공무원, NGO, 주민들과
협력하여 더 활발하고 직접적으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45 Badan Restorasi Gambut, Kemitraan Partnership, Jaringan Kerja Pemetaan Partisipatif, and Epistema Institute, “Profil Desa

Mengkalang Jambu, Kecamatan Kubu, Kabupaten Kubu Raya, Provinsi Kalimatan Barat. PROGRAM DESA PEDULI Gambut
Badan Restorasi Gambut, Deputi Bidang Edukasi, Sosialisasi, Partisipasi Dan Kemitraan, 2018. http://brg.go.id/wpcontent/uploads/2019/03/FIX-Kalbar-Kubu-Raya-Kubu-Desa-Mengkalang-Jambu.pdf (accessed September 20, 2020); Profil
Desa Olak Olak Kubu, Kecamatan Kubu, Kabupaten Kubu Raya, Provinsi Kalimatan Barat. PROGRAM DESA PEDULI Gambut
Badan Restorasi Gambut, Deputi Bidang Edukasi, Sosialisasi, Partisipasi Dan Kemitraan, 2018. http://brg.go.id/wpcontent/uploads/2019/03/Kalbar-Kubu-Raya-Kubu-Desa-Olak-Olak-Kubu.pdf (accessed Septembe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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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는 이탄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PT 신탕 라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2018 년까지 이 기관은 컨세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자리한 이탄지
890,000 헥타르의 87%를 복원시킨 반면, 170 만 헥타르에 달하는 컨세션 내의
이탄지는 겨우 12% 정도만 복원시켰다. 46
2019 년에 조코위 대통령은 산림 벌채와 이탄지 훼손을 줄이기 위해 이탄지숲을 포함한
일차림(primary forest)에 대해 다년간의 모라토리엄(활동 중단)을 수립했다. 47 그러나 이
모라토리엄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다. 2011 년에 첫 번째 금지 조치 이후
정부가 산림의 범주를 수정하면서 수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일차림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일차림에 속해 있더라도 2011 년 현재 원칙적으로 기름야자 등에 대해
이미 허가가 내려진 지역은 모리토리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48 인도네시아는 산림과
농업, 환경에 관한 규제가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 빈약한
감시 활동, 국내외 시장을 위해 기름야자 재배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조율하고, 법률을 집행하고,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 49
한편,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다. 50 정부의 기후행동을 추적하는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2016 년도 NDC 에서 인도네시아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매우 불충분’하며 ‘파리협약의 섭씨 1.5 도 제한은 고사하고 온도 상승을 2 도
아래로 억제한다는 목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새로운 NDC 를 작성하는 중에 있다. 51

46 Ibid.
47 Presidential Instruction (INPRES) on the Termination of the Granting of New Permits and Perfecting Natural Primary Forest

and Peatland Management No. 5 of 2019; “Indonesia President Makes Moratorium on Forest Clearance Permanent,” Reuters,
August 8,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onesia-environment-forest/indonesia-president-makes-moratoriumon-forest-clearance-permanent-idUSKCN1UY14P (accessed September 22, 2020).
48 “Indonesia’s Moratorium on Clearing Forests and Peatlands Now Permanent – But Excludes Vast Areas,” Environment

Investigation Agency news release, August 16, 2019, https://eia-international.org/news/indonesias-moratorium-on-clearingforests-and-peatlands-now-permanent-but-excludes-vast-areas/ (accessed September 22, 2020). 파푸아의 약 6 백만
헥타르를 포함하여 일차림 8 백만 헥타르(인도네시아 전체의 18%)와 이탄지 1,000 만 헥타르(전체의 67%).
49 Human Rights Watch and AMAN, “When We Lost the Forest, We Lost Everything”: Oil Palm Plantations and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 “Indonesia: New Law Hurts Workers, Indigenous Groups,” Human Rights Watch news release,
October 15, 2020, https://www.hrw.org/news/2020/10/15/indonesia-new-law-hurts-workers-indigenous-groups, “One
Million Hectares Burned Inside Forest Moratorium Area, Greenpeace Analysis Shows,” Greenpeace Southeast Asia news
release, August 8, 2019, https://www.greenpeace.org/southeastasia/press/2834/one-million-hectares-of-forest-burnedinside-forests-moratorium-area-greenpeace-analysis-show/ (accessed September 22, 2020).
50 “Indonesia,”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indonesia/ (accessed October 28, 2020).
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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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인증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 관리, 토지 취득, 기름야자 재배에 관한 여러 개의 법률을
혼합하여 만든 ISPO(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라는
팜유산업 인증제도를 갖고 있다. 52 이 인증제도의 목표는 세계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경쟁령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53 ISPO 는 인도네시아의 법률과 사회적 책임원칙, 일차림과 이탄지의 보호 등
보존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에 인증을 부여하지만, 정부의 기후
관련 공약들에도 불구하고 플랜테이션용으로 (일차림과 이차림을 포함한) 자연림이나
이탄지를 개간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54 플랜테이션 기업으로 하여금
토착민이나 지역 공동체와 토지 관련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지침도 없다. ISPO 인증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모든 대규모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데, 준수 기한과 요건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55 정부 당국은 ISPO 인증을
받지 않은 플랜테이션 기업의 사업 허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감시와 집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러한 의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플랜테이션 기업을 제재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56 전문가들은 ISPO 에 대해 환경
보호 조치가 불충분하고, 인권을 등한시하고, 감시와 감독이 미약하고, 지역사회
불만해결기제가 없고, 집행이 미약하다고 비판한다. 57 ISPO 는 국제적인 팜유인증제도인
52 “Presidential Regulation on ISPO of March 2020”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20 Tentang
Sistem Sertifikasi Perkebunan Kelapa Sawit Berkelanjutan Indonesia”), Ministry of Agriculture, March 18, 2020,
http://ditjenbun.pertanian.go.id/peraturan-presiden-republik-indonesia-nomor-44-tahun-2020/ (accessed March 1, 2020).
53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ISPO,” http://www.ispo-org.or.id/index.php?lang=en (accessed January 16, 2019).
54 Hans Nicholas Jong, “Indonesia aims for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for oil palm smallholders,” Mongabay, April 29, 2020,

https://news.mongabay.com/2020/04/indonesia-aims-for-sustainability-certification-for-oil-palm-smallholders/ (accessed
October 26, 2020); Nia Kurniawati Hidayat, Astrid Offermans, and Pieter Glasbergen, “Sustainable Palm Oil as a Public
Responsibility? On the Governance Capacity of Indonesian Standard for Sustainable Palm Oil (ISPO),”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vol. 35 (2018): pp. 223–242, Conflicting rules within ISPO rules e.g. ISPO point 2.2.1.4 based on Regulation of
Ministry of Agriculture No. 14/2009: “plantation companies who cultivate palm oil in peat l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peatland to eliminate the environmental damage,” conflicts with ISPO point 3 about: “protection to the
utilization of primary forest and peat land areas.” ISPO principles also conflict with other laws such as Surat Edar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 about moratorium on peat land clearance, November 3, 2015.
55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concerning the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ISPO) Certification System, No.

11 / Permentan / OT.140 // 3/2015, art. 4 (1), art. 6 (2), art. 7 (3), and art. 8 (3). 실제로, 정부가 의무 인증을 받지 않은
플랜테이션을 제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56 Greetje Schouten and Verena Bitzer, “The emergence of Southern standards in agricultural value chains: A new trend in

sustainability governance?” Ecological Economics, vol. 120, issue C (2015): pp. 175-184; and Hans Nicholas Jong, “Indonesia
aims for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for oil palm smallholders,” Mongabay; and Human Rights Watch and AMAN, When We

Lost the Forest, We Lost Everything”: Oil Palm Plantations and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

57 Nia Kurniawati Hidayat, Astrid Offermans, and Pieter Glasbergen. 2018. Sustainable Palm Oil as a Public Responsibility?
On the Governance Capacity of Indonesian Standard for Sustainable Palm Oil (ISPO).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35(1),
pp. 223–242.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460-017-9816-6 (accessed October 26, 2020); Forest Peoples
Programme “A comparison of Leading Palm Oil Certification Standards,” November 22,
2017, http://www.forestpeoples.org/en/responsible-finance-palm-oil-rspo/report/2017/comparison-leading-palm-oilcertification-standards (accessed February 11, 2019), Forest Peoples Programme categorized ISPO as the weakes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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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유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와
비교하여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8

out of seven in upholding basic land rights and customary rights.; Profundo, “External Concern on the ISPO and RSPO
Certification Schemes,” January 21, 2018, https://www.foeeurope.org/sites/default/files/euus_trade_deal/2018/report_profundo_rspo_ispo_external_concerns_feb2018.pdf (accessed January 16, 2019);
“Backtracking on reform: how Indonesia’s Government is weakening its palm oil standards,”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news release, February 8, 2018, https://eia-international.org/backtracking-reform-indonesias-governmentweakening-palm-oil-standards/ (accessed January 16, 2019).
58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ecretariat of ISPO and RSPO, Joint Study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ISPO and the RSPO Certification Systems, https://www.undp.org/content/dam/gpcommodities/docs/ISPO-RSPO%20Joint%20Study_English_N%208%20for%20scre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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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 결과: 웨스트 칼리만탄 주 쿠부 라야 리젠시의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인권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주민 마을이 토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지역과 중첩되는 토지에
플랜테이션 컨세션을 제공하여

59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플랜테이션과

농부들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 여러 관련 정부기관들 역시 기업이 정부 허가와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했다. 팜유 기업들은 마을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대체 토지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채 토지를 수용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주민들은 경찰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경찰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여 구금시키고 주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마을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PT 신탕 라야 플랜테이션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보여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웨스트 칼리만탄 주의 쿠부 라야 리젠시에 자리한 이탄지에서 팜유
기업인 PT 신탕 라야의 활동을 조사했다. 이 기업은 세루앗 두아, 멩칼랑 잠부, 올락
올락을 포함해 쿠부 라야 리젠시의 여러 마을에 걸쳐서 플랜테이션을 운영한다. 이
기름야자 플랜테이션들은 2004 년부터 2007 년 사이에 시작되어 점차 확장되었고
오늘날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PT 신탕 라야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충분한
상의나 보상 없이 이주민과 정착민들이 소유하고 사용해온 땅을 탈취했으며,
정부기관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PT 신탕
라야는 정부로부터 플랜테이션 설립을 허용하는 ‘개발권 허가’ (Hak Guna Usaha, 이하
HGU)를 취득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 이 기업은 주민들의 농지에
플랜테이션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또한 이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해충 증가, 지표수와 토양의 염수화(salination) 등 환경이 훼손되어
작물 수확량과 식량 안보가 영향을 받았다.
이주민과 정착민 공동체는 아직도 PT 신탕 라야가 자신들의 재산권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참여할 권리, 효과적인 구제책을 이용할 권리에 끼친 심각한
영향에 맞서 싸우고 있다. 토지 문제에 맞서 싸우는 지역 활동가와 인권 수호자들의
권리 역시 공격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플랜테이션이 농지로
59 Pontianak Administrative Judgment Number: 36/G/2011/PTUN.PTK, August 9, 2021, in conjunction with Jakarta High
Administrative Court Number: 22/B/2013/PT.TUN.JKT in conjunction with Supreme Court Judgment Number: 550 K/TUN/2013,
February 27, 2014, and Number 152 PK/TUN/2015, which affirm PT Sintang Raya’s HG overlapped several locals’ land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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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여 평화 시위를 할 때 경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의하면, 경찰은 주민들의 집을 수색하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체포했으며, 그러한 경찰의 행위를 공공연히 옹호했다. 주민들이 입은 피해, 특히 이주민
여성들이 입은 피해는 무시되었다. 정부는 이 세 지역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집행되고, 60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분쟁이 해결되고, 기업이 플랜테이션에 따른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야자 플랜테이션 기업: 쿠부 라야의 PT 신탕 라야
2004 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쿠부 라야에서 이주민과 자발적 정착민 공동체가
자신들의 소유지로 간주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20,000 헥타르가 넘는 토지에 대해 PT
신탕 라야에 장소 허가와 플랜테이션 사업 허가(IUP)를 내주었다. 61 2007 년에 PT 신탕
라야는 숲을 포함해 토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2008 년에 환경 허가(AMDAL)를
받았다. 62 2009 년에 국립토지청(National Land Agency)은 PT 신탕 라야에
11,000 헥타르가 넘는 토지에 대해 HGU 허가를 내주었다. 63 HGU 는 특정 토지를 개발할
권리를 부여하는 정부 허가증으로, 보통 25 년 한도이지만 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35 년까지 가능하고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2009 년 11 월 11 일에 PT 신탕 라야는 한국 기업인 대상주식회사의 자회사인 PT 미원
아그로 켄카나 삭티(PT 미원 인도네시아 Tbk)와 합작 법인을 수립했다. 64 쿠부 라야에서의
사업 활동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PT 신탕 라야는 RSPO 에 보낸 서신에서

60 Ibid.
61 PT 신탕

라야는 2002 년 3 월 22 일자 설립증서 제 26 호에 따라 2002 년에 설립된 대규모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회사이다. 이 설립증서는 2007 년 12 월 5 일자 제 12 호를 통해 2007 년에 갱신되었다. 2004 년에 이 회사는
20,000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장소 허가, 2009 HGU 를 취득했다. Company Location Permit: No. 400/02-IL/2004,
issued March 24, 2004 and extended in 2007, No. 25 of 2007 No.503/0457 / II / Bapeda (April 1, 2004); Plantation Business
License: No. 03/0457/II-Bappeda, issued April 01, 2004.

62 Kalimantan Legal Aid Association (PBHK), Maintain Position in Kubu Raya PT. Sintang Raya Do Everything

April 27, 2016. https://www.pbhk.org/pertahankan-posisi-di-kubu-raya-pt-sintang-raya-lakukan-segala-cara/ (accessed
December 16, 2019);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IPAC), “Anatomy of an Indonesia Oil Palm Conflict,” IPAC Report
No. 31, August 31, 2016, http://file.understandingconflict.org/file/2016/08/IPAC_Report_31_Oil_Palm.pdf (accessed
December 16, 2019), p. 7.
63 Permit number HGU 04/2009 dated June 5, 2009 covering 11,129.9 ha located in Seruat DuaI Village, Seruat III,
Mengkalang Jambu, Mengkalang Guntung, Sui Selamat, Sui Ambawang, and Dabong Village.
64 합작

법인 허가(Izin Perseroan Terbatas Penanaman Modal Asing Nomor 232/V/PMA/2009)를 통해 인도네시아
미원그룹(Miwon Group Indonesia) 산하의 PT 미원 아그로 켄카나 삭티(PT Miwon Agro Kencana Sakti)가 PT 신탕 라야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미원 그룹은 한국에서 식품 사업을 하는 대상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Winon website –
CSR, Sintang Raya Cup, October 7, 2013.
http://www.miwon.co.id/csr/detail_csr2.php?dat=5&hasil=&jj=&hal=1&id=MTkz&idkat=NQ== accessed December 16,
2019). Daesang Corporation, About Company – Global Network. https://www.daesang.com/en/company/network/global.jsp
(accessed December 16, 2019). 대상주식회사는 동남아,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에 지사를 둔 국제적인 식품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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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사업이 (주)미원과 더 이상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65 PT 미원
인도네시아(PT Miwon Indonesi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여전히 계열사로
되어 있다. 2016 년 3 월까지 PT 신탕 라야는 11,000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컨세션 중
9,300 헥타르에 나무를 심었고, 556 헥타르는 도로, 건물, 관개시설, 기타 기간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했다.66 PT 신탕 라야는 RSPO 인증회원은 아니나, ISPO 로부터는 인증을
받았다.67
칼리만탄 법률구조협회(Perkumpulan Bantuan Hukum Kalimantan, 이하 PBHK)는
2009 년에 정부가 PT 신탕 라야에 허가를 내준 토지가 세루앗 두아, 세루앗 III, 멩칼랑
잠부, 멩칼랑 군퉁, 수이 셀라맛, 수이 암바왕, 다봉 빌리지 등 7 개 농촌 마을을
가로지른다고 말했다. 68 HGU 를 취득한 PT 신탕 라야는 7 개 마을 전체에서
플랜테이션과 가공시설을 확장했으며, 8 번째 마을인 올락 올락까지 진출했다. 69
이 마을들은 리젠시 및 주의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PT 신탕 라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하고, 비공식적으로는 NGO 들과 협력하여 시위를
벌이는 등 PT 신탕 라야의 확장과 이 기업의 HGU 에 자신들의 농지가 통합되는 것에
저항했다.
인도네시아는 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한 초기 단계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받을
잠재성이 있는 마을들과 먼저 상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양한 법률과 규제를 가지고

65 2015

년 10 월 20 일에 PT 신탕 라야는 미원상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을 RSPO 에 보냈다.
https://www.rspo.org/publications/download/7b7dced1ef2f9c9 (accessed December 16, 2019).

66 IPAC, “Anatomy of an Indonesian Oil Palm Conflict,” p. 24.
67 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ISPO) certification no. 390, audited by PT. Mutu Indonesia Strategis Berkelanjutan

between December 7 and 11, 2015, on file with Human Rights Watch.

68 2018

년 4 월 23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폰티아낙에서 PBHK 의 에카 아미르자와 진행한 인터뷰.

69 LinkAR 보르네오(LinkAR Borneo)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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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있다. 70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이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감독도
최소한도로 이루어진다. 71
인도네시아 법률 하에서 기업은 권리 소유자의 토지 손실과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1999 년에 제정된 산림법과 2014 년에 제정된 플랜테이션법에 따라
허가증 소유자는 새로운 산림 및 농업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지역사회에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72 플랜테이션 허가 취득에 관한 법률 역시 기업이 ‘지역사회
플랜테이션’(또는 ‘플라즈마’)을 수립할 계획을 세우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생산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허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73
‘지역사회 플랜테이션’은 기업이 경작하는 전체 토지 면적의 최소 20%를 지역사회를
위한 플랜테이션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신용, 이윤 공유,
기타 합의된 기금을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74
2020 년에 휴먼라이츠워치는 기업 활동과 인권침해 위험성 평가, 위험의 예방과 완화 및
구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PT 신탕 라야에 발송했고, 2021 년에 다시
우리의 조사 결과를 담은 질의 서신을 발송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이
회사는 우리의 서신에 답변하지 않았다.

70 Agrarian Minister/Head of the National Land Agency Regulation on Location Permits, No. 14 of 2018, art. 21. The repealed

regulation on Location Permit No. 2 of 1999, referred to consultation in art. 4, and in art. 6(5). Consultation required before
application for location permit; Government Regulation concerning Environmental Permits, no. 27 of 2012, Law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No. 32 of 2009, art. 26(4), and Environment Ministry Regulation No. 8 of 2006.
Consultation required before application for environment permit (AMDAL); Law No. 39 of 2014 on Plantations (Law of
Plantations), art. 12(1-2), (formerly Law of Plantations, no. 18 of 2004, art. 9 (2)). And consult during the process of obtaining
a plantation permit. See also,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ecretariat of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ISPO) and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Joint Study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ISPO
and the RSPO Certification Systems (Jakarta: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ecretariat of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ISPO) and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2015), pp. 48, 5152, https://www.undp.org/content/dam/gp-commodities/docs/ISPORSPO%20Joint%20Study_English_N%208%20for%20screen.pdf (accessed January 16, 2019). The paper outlines the legal
framework and community consultation requirements in detail.
71 Human Rights Watch and AMAN, “When We Lost the Forest, We Lost Everything”: Oil Palm Plantations and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 McCarthy, J. and Zen, Z., “Regulating the oil palm boom: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approaches to agro‐industrial pollution in Indonesia,” Law & Policy , vol. 32, no. 1 (2010): pp.153179; and Jelsma, I., Schoneveld, G.C., Zoomers, A. and Van Westen, A.C.M., “Unpacking Indonesia’s independent oil palm
smallholders: An actor-disaggregated approach to identifying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challenges” Land Use
Policy , vol. 69 (2017): pp. 281-297.
72 Law No. 41 of 1999 on Forestry (Law of Forestry), art. 68(3). Law of Plantations, 2014, art. 12(1).
73 Law of Plantations, 2014, art. 58 (formerly Law on Plantations, No. 18 of 2004, art. 22) read with 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concerning Plantation Business License Guidelines, No. 98/Permentan/OT.140/9/2013, ("Permentan No.
98/2013"). 이 법률 하에서 플랜테이션이 2007 년 이전에 개발권을 취득한 경우 당국은 해당 기업이 기존의 플라즈마
제도와 협력했는지 또는 마을 주민들에게 다른 생산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74 Law of Plantations, 2014, art.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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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공동체의 토지권 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PT 신탕 라야는 이주민들이 토지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을 승인하고 개발 행위를 하면서 농민들이 생계를 의존하는 토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탈취하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인권 기준에 따라 국가는 해당 지역 공동체와
상의하고, (이상적으로는 동등한 수준의 대체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와 생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지원을 제공한 후에
토지를 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상실한 공동체는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75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 PT 신탕 라야는 플랜테이션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동등한 수준의 대체 토지 등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주민과 정착민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PT 신탕 라야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
모색과 관련하여 전혀 또는 거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토지 손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도 수립하지 않았다.

불충분한 상의과정과 보상(세루앗 두아 및 멩칼랑 잠부)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PT 신탕 라야는 인도네시아 법률에 규정된 바와
달리 기본적인 사회 및 환경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계획된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 HGU 와 기타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지역사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PT 신탕 라야가 허가를 취득하기 전과 후 지역사회와 맺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 주민 42 명을 인터뷰했다. 이 42 명은 모두
PT 신탕 라야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정부가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으며, PT 신탕
라야가 일부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법률에 규정된 바대로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올락 올락 주민들과는 아예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세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농지와 생계 손실에 대해 전혀 또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76

75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accessed April 24, 2021); UN Habitat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orced Evictions Fact Sheet No. 25/Rev. 1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14): pp. 30-33,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S25.Rev.1.pdf (accessed
March 16, 2021);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Performance Standard 5 on Land Acquisition and Involuntary
Resettlement 2021; Asian Development Bank. Involuntary Resettlement. https://www.adb.org/who-weare/safeguards/involuntary-resettlement (accessed March 16, 2021).
76 일례로,

휴먼라이츠워치가 2018 년 4 월 26 일 세루앗 두아의 아디라트나, 2018 년 4 월 30 일 세루앗 두아의 마지드,
그리고 2018 년 5 월 5 일 멩칼랑 잠부의 아흐마드 및 아리에프와 진행한 인터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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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루앗 두아의 주민들은 PT 신탕 라야가 2008 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회사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베어내고 마을에 인접한 땅에 기름야자를 심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77 회사 사람들이 주민들의 농지에 가까이 왔을 때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나가 토지 정리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가로막았다. 세루앗 두아의
주민인 아디라트나(48 세, 여성)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회사가 정확히 몇 년에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회사가 거기 있었고 확장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다 함께 (회사가
토지 정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았고 그때
이후 계속 막아왔어요. (PT 신탕 라야에)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을 쓰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밭에 움막을 지었고요.78
아디라트나를 포함한 주민들은 마을 지도자들이 쿠부 마을에 있는 경찰과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그 회사가 왜 자신들의 땅에 기름야자를 심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말했다. 79
아디라트나는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합해서 100 명도 넘는 사람들이 [PT 신탕 라야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PT 신탕 라야는] 내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내 땅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고, 쿠부에 있는 리젠시 당국까지 찾아갔어요. 부파티[리젠시
지사]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80 다른
주민들이 설명한 상황도 비슷했다. 81
주민들은 2010 년에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마침내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PT 신탕
라야 대표들과 모여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82 세루앗 두아의 압둘 마지드(42 세, 남성)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0 년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회사측과 회의를 했을 때 나도
참석했었어요. 회사측(PT 신탕 라야 대표들)은 “우리는 정부로부터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 변호사 10 명을 동원해서 소송을 해봐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보상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83

77

2018 년 4 월 2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에서 주민 10 명과 진행한 인터뷰

78

2018 년 4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아디라트나와 진행한 인터뷰.

79 Ibid.
80 Ibid.
81 2018

년 4 월 2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에서 마드지드, 라테, 페리아, 아미샤, 엘록, 앙카사와 진행한 인터뷰.

82 휴먼라이츠워치가

2018 년 4 월 30 일 세루앗 두아의 마드지드 그리고 2018 년 5 월 5 일 멩칼랑 잠부의 아흐마드와

진행한 인터뷰.
83 2018

년 4 월 2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마드지드와 진행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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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테이션이 확장될 조짐이 보이고, 컨세션의 범위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가 없고,
땅을 팔라는 회사측의 끈질긴 압력이 이어지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주민들 간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갈등이 고조되었다. 많은 주민들은
가족들로부터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중에서야 주민들은 그 문서가 회사측에 땅을 판다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미샤(45 세, 여성)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척들을 믿었죠. 그 사람은 회사(PT 신탕 라야)의 지역사회관계부에서
일하는데, 나한테 ‘내 땅은 쓸모가 없다, 지금 안팔면 다 잃는다’면서 내
땅 280 파톡(말뚝)에 대해 회사에서 8 천만 루피아(미화 5,670 달러)를 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신분증을 줬죠. 회사에서는 이미 내 땅의
일부에 기름야자를 심었어요.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못받았어요. 회사에서
내 땅으로 더 확장하기를 원해서 내가 거절하고 그 친척한테는 내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했죠. 84
(회사측과 연계된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의 신분증 번호를 알아내서
회사측에 가족 소유의 땅을 팔았고, 자신의 것도 아니고 가족 소유의 것도 아닌 땅을 판
경우도 있었다. 앙카사(46 세, 여성)는 “내 신분증을 줬냐 안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이
이미 팔렸어요.”라고 했다.85
압둘 마지드는 “회사[PT 신탕 라야]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당신 땅이
이미 회사의 HGU 에 들어가 있다, 나한테 신분증 번호를 주면 회사에서 제대로
보상하도록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측에서 우리한테
우리 마을 사람들의 신분증 번호가 적힌 서류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회사에서 우리 땅을 가져가는데 다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 86
세루앗 두아의 주민들은 플랜테이션 확장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나중에
회사에서 ‘토지 양도’ 허가용으로 그 탄원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미샤는 “지장을 찍어줄 때 회사에 반대하는 [탄원서인] 줄 알았죠…… [나중에서야]
내가 지장을 찍은 그 서류가 땅을 양도한다는 서류인 걸 알았어요. 속은 거에요.”라고
말했다. 87

84 2018

년 4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아미샤와 진행한 인터뷰.

85 2018

년 4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앙카사와 진행한 인터뷰

86 2018

년 4 월 2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압둘 마지드와 진행한 인터뷰.

87 2018

년 4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아미샤와 진행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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멩칼랑 잠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주민들은 2005 년에 회사가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협상과정에서 흔히 진행되는 기업 활동 ‘사회화’(sosialisasi , 어떤 결정이나 정책에
대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88 그러나 이
토론에 참석한 주민들은 PT 신탕 라야가 HGU 취득이나 기업 활동으로 지역사회나
환경에 끼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피해를 줄이는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회사측으로부터 이 ‘사회화’의 주된 목적이 회사가 토지를 개간할 권리를
인정하는 HGU 를 취득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낼 기회는 제한되었고, 대체 토지나 보상 제공에 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
아흐마드(39 세, 활동가)는 “사회화 중에 [PT 신탕 라야는] ‘이것이 HGU 다. HGU 는
소유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정부가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안하고 소유권을
줍니까?”라고 했다. 89
주민들은 자신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될 것인지, 보상을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 회사측이 설명하지 않았고, 지역사회 플랜테이션(플라즈마)을
수립한다는 제안도 없었다고 했다. 90 정보 제공과 인식 증진은 온전한 참여를 위해서
중요한 단계이다.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인권과 관련한
책임을 바르게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91
주민들에 의하면, PT 신탕 라야는 주민들이 컨세션의 범위와 자신의 토지가 얼마나
플랜테이션 내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플랜테이션의 경계선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 2005 년과 2008 년, 2010 년에 있었던 회사측 대표들과의
논의에 참석한 마을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에서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주민들 중 자신들의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88 Rebecca Elmhirst, Mia Siscawati, Bimbika Sijapati Basnett, and Dian Ekowati, “Gender and generation in engagements

with oil palm in East Kalimantan, Indonesia: insights from feminist political ecolog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44,
no. 6 (2017): pp. 1,135-1,157, doi:10.1080/03066150.2017.1337002.
89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아흐마드와 진행한 인터뷰.

90 플라즈마

계약은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전체 컨세션 토지의 1/5 을 지역사회 플랜테이션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이윤 공유, 즉 지역사회가 플랜테이션으로부터 교육, 농사 관련 지원, 기름야자 열매의 무조건적 수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91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원칙 18 참조(“인권 관련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업은 자사의 활동 또는 사업관계를 통해 인권에 실질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끼친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 절차는 ……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상의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See also Sherry R. Arnstein,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35, no. 4 (1969): pp. 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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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정부가 PT 신탕 라야에 사용 허가를 내준 이탄지숲, 회사가 그 숲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자신들의 삶과 생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PT 신탕 라야의 컨세션에 마을과 주민들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플랜테이션이 결국 마을과 자신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작은
농지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다. 멩칼랑 잠부의 아닌다(32 세, 자녀를 둔 여성)는 “난
HGU 가 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이 HGU 에 들어 있을까봐 겁내고
있어요. [……] 회사가 확장하면서 우리 땅을 가져갈까봐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92
세루앗 두아의 주민들은 마을 지도자들이 회사측에 HGU 의 경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플랜테이션의 공식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미샤(47 세, 두 자녀를 둔 여성)는 2009 년 11 월에 세루앗 두아 마을의
지도자들이 PT 신탕 라야에 경계선을 보여주고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마을 대표 두 명이 신탕 라야에 가서 정확한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물었어요. 그 사람들(회사 대표)이 나무로 된 표식을 꽂았는데 다음 날에
보니 표식이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옮긴 거죠. 소문에
의하면, 회사가 바다까지 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도
회사에서 빼앗아갈 거에요.93
주민들에
회사측은
포함되어
지역사회

의하면, 2015 년에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후(아래 참조)
멩칼랑 잠부에 있는 43 가구에 PT 신탕 라야의 플랜테이션 HGU 에 토지가
있음을 확인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보상을 확정했다. 아흐마드(41 세,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멩칼랑 잠부에) 총 137 가구가 있는데 왜 이 43 가구만 (우편물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20 헥타르에 대해 43 가구에 보상을
지불하는 걸로요. 회사에서는 헥타르 당 1 천만 루피아(678 달러)씩 해서
30 헥타르에 대해 여섯 명에게 지불한다고 했어요. 그 여섯 명은 여기
살지 않고 토지만 상속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94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은 그 조건을 거부했다.
아리에프는 “나시르씨[회사측 민원 담당자]가 HGU 에 주민 43 명의 땅만 들어가

92 2018

년 5 월 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아닌다와 진행한 인터뷰.

93 2018

년 4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아미샤와 진행한 인터뷰.

94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아흐마드와 진행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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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이주가 되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95
마을 대표들은 회사로 가서 2015 년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137 가구 총 700 명이
HGU 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 보상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96 그러나
회사측은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보상은 없었다. 멩칼랑 잠부의
루쿤 와르가(마을 행정관)는 “그 43 가구가 플랜테이션에 가장 인접해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97
두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자신들이 항의하고 시위를 한 후에만 회사측에서 주민들을
만나주었다고 말했다. 남성과 여성 주민 모두 불투명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한 결과를
경험했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배제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모든 여성들은 PT 신탕 라야 대표 및 공무원들과의 논의에서 배제되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정보와 참여가 제한되었다고 말했다. 98
주민들은 회사의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며, 회사의 지역사회관계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리에프(33 세,
루쿤 테탕가(마을 반장))는 “여러 번 회사에 찾아가서 지역사회관계 담당자인
나시르씨한테 어떻게 우리 땅이 회사의 HGU 에 들어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99
그러나 만족스러운 답변은 받지 못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회사측에 고충처리절차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토지를 잃었지만 실효성 있는 구제책은 없다(올락 올락)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 올락 올락에서 PT 신탕 라야는 다른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기업인 PT 십타 툼부 버켐방(PT Cipta Tumbuh Berkembang, 이하 CTB)으로부터 토지를
인수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명료히 하는 정당하고 충분한 인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PT 신탕 라야는 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영향받는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100 PT 신탕 라야는 PT CTB 로부터 토지 인수와 함께
95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마을 지도자인 아리에프와 진행한 인터뷰.

96 Ibid.
97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루쿤 와르가와 진행한 인터뷰.

98 또한

2018 년 4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아디라트나, 2018 년 5 월 6 일 멩칼랑 잠부의 아닌다와
진행한 인터뷰 참조.

99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마을 지도자인 아리에프와 진행한 인터뷰.

100 주민들은

2002 년에 PT 십타 툼부 베르켐방(PT Cipta Tumbuh Berkembang, CTB)이 801 헥타르의 토지를 PT 신탕 라야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도된 토지에 자신의 땅이 포함된 주민들은 두 회사 중 어느 곳도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많은 주민들은 플라즈마 그리고 PT CTB 와의 임대계약에서 소유권을 PT CTB 에 양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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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문제들을 포함해 토지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 회사는 또한 올락 올락 주민들에게 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문도 이행하지 않았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끼치는 실질적 및 잠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완화하고, 설명하기 위해 정당한 인권 보호 절차를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01 토지와
어장 및 산림 사용권의 책임성 있는 관리에 관한 유엔 자발적 지침(UN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에서는
특히 “인권과 적법한 사용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그러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102
2011 년에 올락 올락을 비롯하여 PT 신탕 라야의 HGU 에 이의를 제기한 여러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PT 신탕 라야의 운영
허가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103
2012 년에 폰티아낙 주 행정법원은 2011 년도 판결문에 근거하여 PT 신탕 라야의
HGU 를 취소했다. 104 PT 신탕 라야는 2013 년과 2015 년에 연이어 항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5 2014 년에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PT 신탕 라야가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PT 신탕 라야가 2008 년에 주민들이 PT CTB 와 체결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PT 신탕 라야로부터 회사가 2004 년에 그 토지에
대해 이미 장소 허가를 받았고 2009 년에 HGU 를 취득했기 때문제 주민들이 이 계약을 할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101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principles 15(b) and 17.
102 토지와

어장 및 산림 사용권의 책임성 있는 관리에 관한 유엔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VGGT)은 “기업은 인권과 다른 사람들의 합법적인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과 합법적인 사용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했거나 그러한 영향에 기여한
곳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그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불만해결제도 등 비사법적 제도와 협력하여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Rome: FAO, 2012), http://www.fao.org/3/i2801e/i2801e.pdf (accessed May 2, 2021).

103 Kalimantan Legal Aid Association (Perkumpulan Bantuan Hukum Kalimantan - PBHK). 2016. Pertahankan Posisi Di Kubu

Raya PT. Sintang Raya Lakukan Segala Cara. http://www.pbhk.org/pertahankan-posisi-di-kubu-raya-pt-sintang-rayalakukan-segala-cara/
104 Andi Fachrizal, and Aseanty Pahlevi, “Against Palm Oil Companies, Citizens’ Struggle Has Good Fruit” (“Melawan
Perusahaan Sawit, Perjuangan Warga Seruat Berbuah Manis”), Mongabay, May 6, 2014,
https://www.mongabay.co.id/2014/05/06/melawan-perusahaan-sawit-perjuangan-warga-seruat-berbuah-manis/
(accessed September 20, 2020).

105 Kalimantan Legal Aid Association (Perkumpulan Bantuan Hukum Kalimantan - PBHK), Pertahankan Posisi Di Kubu Raya

PT. Sintang Raya Lakukan Segala Cara, April 27, 2016. https://www.pbhk.org/pertahankan-posisi-di-kubu-raya-pt-sintangraya-lakukan-segala-cara/ (accessed December 16, 2019); Andi Fachrizal, and Aseanty Pahlevi, “Against Palm Oil
Companies, Citizens’ Struggle Has Good Fruit”. (“Melawan Perusahaan Sawit, Perjuangan Warga Seruat Berbuah Manis”),
Mongabay, May 6, 2014, https://www.mongabay.co.id/2014/05/06/melawan-perusahaan-sawit-perjuangan-warga-seruatberbuah-manis/ (accessed Septembe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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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토지를 컨세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106 2016 년에는 회사측 변호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주민들에게 토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07 그러나 회사는 입장을 번복하여 지금까지 주민들과 토지 사용권을 다투고
있다. 농업공간계획부와 국립토지청 역시 법원 판결문을 집행하지 않았다.
웨스트칼리만탄 농업개혁운동(Agrarian Reform Movement West Kalimantan, AGRA)
대표인 와휴 세티아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T 신탕 라야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리젠시
지사였던 루스만 알리도 이 회사가 판결문을 이행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죠. 법적으로 우린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108
주민들은 여러 정부기관과 공직자들에게 판결을 이행하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정부는 이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아리프 R.은 “국가가
어떻게 한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는데 이제는 지칩니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109
주민들은 계속해서 PT 신탕 라야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으며, 토지를 되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PT 신탕 라야는 경찰에 신고하여 시위자 체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시위에 대응했다. 110 2016 년에는 토지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로 넘어온 플랜테이션 지역에서 야자 열매를
수확했다. 회사는 이를 절도 행위로 신고했고 경찰이 마을에 들이닥쳐 주민들을 대거
체포했다. 많은 주민들이 체포될까 두려워 마을에서 달아났다. 111 와휴 세티아난은
“경찰과 기동여단 대원이 300 명도 넘게 왔고, 주민 26 명이 체포되고 100 여 명이
용의자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다. 112

106 Andi Fachrizal and Aseanty Pahlevi, “Against Palm Oil Companies, Citizens’ Struggle Has Good Fruit” (“Melawan
Perusahaan Sawit, Perjuangan Warga Seruat Berbuah Manis”), Mongabay, May 6, 2014,
https://www.mongabay.co.id/2014/05/06/melawan-perusahaan-sawit-perjuangan-warga-seruat-berbuah-manis/
(accessed September 20, 2020).
107 Severianus Endin, “Indoneisa: Villages Allege Police Link in Dispute with Palm Oil Firm,” BenarNews, August 8, 2016,

https://www.benarnews.org/english/news/indonesian/palm-protest-08032016171549.html (accessed April 24, 2021).
108 2021

년 3 월 11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AGRA 대표인 와휴 세티아완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

109 2018

년 4 월 29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아리프 R.와 진행한 인터뷰.

110 IPAC, “Anatomy of an Indonesian Oil Palm Conflict,” pp. 20-22.
111 See subsection on “Harassment, Arrests and Prosecution of Protesters and Land Rights Activists” below.
112 2021

년 3 월 11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AGRA 대표인 와휴 세티아완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

37

HUMAN RIGHTS WATCH | JUNE 2021

토지분쟁 해소과정에서 정부의 조율 부족
인도네시아에는 중앙과 지방 단위에서 관할구역이 중첩되는 분쟁해결기구가
1,000 개도 넘는다. 각 지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상위 5 개 기관은 2009 년에
설립된 산림부의 다자간 자문기구로서 토지분쟁중재 전담부서가 있는
국립산림협의회(National Forestry Council, DKN), 공인 중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회산림환경파트너십 사무국(Director General of Social Forestry and Environment
Partnership), 토지분쟁을 다루는 부서가 있으나 이탄지숲 등 산림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농업공간계획부/국립토지청(ATR/BPN),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이하 콤나스 HAM),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크게 의존하는 법원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로 소유권을 명시한 공식
문서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대부분의 시골 농민들은 그러한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 토지의 63% 가량이 숲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민들에 의한
공식 소유가 제한된다. 113 주민들은 또한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데, 판결의 집행은 보통 마을에 토지를 반환시키는
국립토지청의 역할에 달려 있다.
기업이나 정부와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마을들은 부처 간 업무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장애물로 꼽았다. 토지 분쟁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분쟁을 줄이거나 해결하지 못했다. 중재를 거치는 토지 분쟁 중 다수는
미약한 법률 집행이나 중재기관 내 공무원들의 편향적인 입장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다. 그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콤나스
HAM 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실 산하에 농업분쟁 해결을 위한 대통령직속
실무단(Presidential Work Unit for Agrarian Conflict Resolution)을 만들어 수많은 분쟁
해결 채널을 통합하고 토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적 실향과 생계수단의 박탈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의하면, PT 신탕 라야가 마을 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무시함으로써 주민들은 농지와 숲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어 빈곤과 식량 불안정성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생명과 건강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 114

113 Adriaan Bedner,

“Indonesian Land Law: Integration at Last? And for Whom,” in Land and Development in Indonesia:
Searching for the People’s Sovereignty, ed. John McCarthy and Kathryn Robinson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16): pp. 63-88.
114

Human Rights Watch and AMAN, “When We Lost the Forest, We Lost Everything:” Oil Palm Plantations and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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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들은 접근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민들 대부분은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 올락 올락의 주민들 중 다수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PT 신탕 라야의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확장으로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땅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회사측의 상의 부족, 최소한도 또는
전무한 보상, 정부와 회사 관계자들의 협박때문에 논밭을 잃었다고 말했다.
세 마을의 주민들은 PT 신탕 라야가 농지와 주변 숲으로 확장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농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텃밭에서 식량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가족이 먹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이제는
다른 생활비를 아껴 먹거리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세루앗 두아 마을에 사는
아디라트나(46 세, 여성)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에 내 땅을 빼앗기기 전에는 바나나, 옥수수, 파인애플, 고구마,
카사바, 코코얌을 심었어요. 지금은 큰 코코얌 3 개를 사기 위해
10,000 루피아(미화 68 센트)를 줘야 합니다. 그 땅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때는 옥수수가 쌌죠. 지금은 비싼데 옥수수를 많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을 얼마나 잃고 있는지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115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의 많은 주민들은 마을과 PT 신탕 라야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회사측 보안원들과 쿠부 경찰의 협박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한 농지의 상당
부분에서 작물을 더 이상 재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디라트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쪽(PT 신탕 라야)에서 근처에 굴착기를 가져다놔서 내 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을 정리하고 거기다 불을 놓으면 회사에서 와서
불을 꺼버려요. 내 땅이 회사의 HGU 에 포함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180 파톡이었는데 지금은 30 파톡밖에 안돼요. 아무 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116
주민들과 NGO 대표들은 정부와 기업 어느 쪽도 주민들이 빼앗긴 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땅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17 올락 올락의 한 주민은 자신의 가족이 지역사회
플랜테이션(플라즈마)에서 수당을 받지만 그 플랜테이션의 장소나 크기, 담당자, 마을에
지불되는 수익, 그리고 주민들 간에 나눠지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118 또

115 2018

년 4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아디라트나와 진행한 인터뷰.

116 Ibid.
117 2018

년 4 월 30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폰티아낙 소재 LinkAR 보르네오의 전 집행이사인 아구스
수토모와 진행한 인터뷰.

118 2018

년 4 월 28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아니사와 진행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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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민은 플라즈마 수당이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119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에서 인터뷰한 주민들 중에 자신의 마을에 배정된 플라즈마
플랜테이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농지가 없는 주민들은 심는 작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결정권이 더 적고 따라서 수입도
더 적다. 올락 올락에서 식료품과 가정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부디와티(55 세, 여성)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네 반장때문인지 회사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는 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먹을 만큼은 심을 수 있었죠.
지금은 사는게 힘듭니다. 땅이 없는 여자들은 더 힘들죠. 그런 여자들은
작물을 심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내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
없고, 내가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요. 120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지가 없기 때문에 PT 신탕 라야
플랜테이션에서 주는 일거리에 생계를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디와티에 따르면,
작물을 기를 땅이 없고 플랜테이션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노인과 여자들은
가족들을 제대로 먹이기가 어려웠다. 121
올락 올락 마을에 사는 아울리아(58 세, 자녀 6 명과 손자녀 5 명을 둔 여성)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은 땅에 벼를 심어요. 이번에 일곱 가마를 수확했는데 우리 식구가
먹기에 부족하죠. 회사에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남편은 안써줍니다.
우리가 수확한 쌀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과 손주 손녀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기에 부족해요. 쌀이 없으면 카사바를 캐야죠. 어떻게든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아야지 어쩌겠어요.122
많은 주민들은 PT 신탕 라야의 플랜테이션이 마을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할 다른 선택권이 없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 목표량이 도달 불가능한 수준으로 PT 신탕 라야의 고용 조건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어떤 집에서는 플랜테이션에 고용된 사람이 1 명이지만 회사가 제시한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나서 일을 한다. 올락 올락 마을의 주민인

119 2018

년 4 월 29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아울리아와 진행한 인터뷰.

120 2018

년 4 월 29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부디와티와 진행한 인터뷰.

121 Ibid.
122 2018

년 4 월 29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아울리아와 진행한 인터뷰.

“왜 우리 땅에서 그러는 건가요?”

40

베타리(44 세, 8 개월된 아기가 있는 여성)는 “우리 남편이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데,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내가 가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기를
돌봐야 해요. 애를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죠.”라고 말했다. 123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쿠부 라야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땅이 없고 생계수단을 잃었다. 이들은 가계 수입에
보태고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플랜테이션 일자리에 의존해야 했다. 쿠부
라야에서 휴먼라이츠워치가 방문한 모든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PT 신탕 라야의
플랜테이션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된
일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
멩칼랑 잠부에 사는 불란(42 세,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T 신탕 라야가 들어오기) 전에는 코코넛도 있고, 땅이 넓어서
파인애플, 채소, 옥수수를 심었어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플랜테이션에 가서 일해야 해요. 내 땅을 가진 농부에서 지금은
인부가 되었어요.
오전 4 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아침밥을 하고요. 6 시에
플랜테이션에 가서 점심때까지 풀을 벱니다. 집에 와서 점심을 하고,
텃밭에 가서 코코넛과 빈랑을 주워와요. 저녁에만 겨우 쉴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 (요리에 쓸) 코코넛 기름을 짤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는 기름도 사야 해요.124
농사 지을 땅이 없고 남편이 플랜테이션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다른
여성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오후 6 시까지 플랜테이션에서 일을 한다. 멩칼랑 잠부
마을의 주민인 아닌다(30 세, 여성)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PT 신탕 라야에 땅을
빼앗기기) 전에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죠. 지금은

123 2018

년 4 월 28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베타리와 진행한 인터뷰.

124 2018

년 5 월 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불란과 진행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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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테이션에서 일자리를 못구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고 돈이 필요하니까 PT 신탕 라야에서 일을 해야 해요. 우리 땅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겠죠. 아파서 수입을 잃거나 쫓겨날
걱정을 안해도 되니까요. 코코넛에서 번 돈만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했어요. 125

해충의 증가와 염수의 유입으로 작물 수확량 감소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PT 신탕 라야는 사업 활동이 지역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완화시키지도 않았다. 주민들은 해충이 증가하고
염수가 들어와 농사와 작물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가족의 식량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세루앗 두아와 멩칼랑 잠부의 여러 주민들은 마을 옆에 PT 신탕 라야 플랜테이션이 생긴
후 주민들의 주된 현금작물인 코코넛 야자 나무가 장수풍뎅이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장수풍뎅이는 야자 플랜테이션에서 흔히
발견되었다. 126 멩칼랑 잠부에서 15 년을 산 시트라(40 세, 여성)는 예전에 450 파톡의
땅에 코코넛 나무 1,000 그루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127 시트라는 2003 년부터 2009 년
까지 자신의 코코넛 나무가 해충에 시달린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후 지난 9 년간 해충의
공격으로 코코넛이 떨어지는 일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홉 번의 코코넛
수확기에 950 그루가 넘는 나무를 잃었다. 2018 년 5 월에 시트라는 “이제 겨우 세
그루밖에 안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풍뎅이들이 코코넛 나무를
먹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128
멩칼랑 잠부 마을의 아닌다(30 세, 여성)는 “지금은 풍뎅이가 더 많아요. 우리가 심은
코코넛을 먹고, 코코넛 꽃도 먹어 치워서 수확이 줄어들었어요. 코코넛 나무가
10,000 그루가 넘었는데 풍뎅이때문에 이제 몇 백 그루밖에 안남았습니다.”라고
말했다. 129

125 2018

년 5 월 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아민다와 진행한 인터뷰.

126 Kalidas P, “Pest Problems of Oil Palm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Agrotechnology, special issue 11

(2012), accessed September 20, 2020, doi:10.4172/2168-9881.S11-001.

127 2018

년 5 월 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시트라와 진행한 인터뷰.

128 Ibid.
129 2018

년 5 월 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아닌다와 진행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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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 플랜테이션에서는 풍뎅이와 같은 절지동물이 가장 흔한 포식자이고, 포유동물과
새가 근사한 차이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130 야자 플랜테이션에서 흔한
해충은 장수풍뎅이, 잎사귀에 거미집 모양의 집을 짓는 애벌레, 도롱이벌레,
노랑쐐기나방 유충, 개각충, 벚나무깍지벌레 등이다. 131 이러한 해충은 기름야자와
코코넛 야자 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살충제가 없어서 코코넛 농장에 큰 피해를 입는다.
또한 많은 주민들은 지난 6 년간 플랜테이션 인근에서 쥐가 증가한 것을 보았는데, 쥐는
논에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동남아의 농촌에서는 박쥐와 쥐를 흔히 볼 수 있지만, 132
단일작물 재배지에서는 해충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133 1957 년에 올락
올락으로 이주한 후 계속해서 벼농사를 해온 디아(48 세, 여성)는 2012 년에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들어오기 전에는 해마다 대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쌀을 수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들어오고 몇 년이 지난 후부터는 쥐때문에
해마다 쌀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 동생이 논을 그냥 포기하라고 해요.
벼를 심어봤자 회사에서 바로 옆에다 나무를 심어서 해충이 올거라고요.”라고 말했다. 134
휴먼라이츠워치는 쿠부 라야 지역에서 PT 신탕 라야의 플랜테이션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세 마을에서 우리가
인터뷰한 주민들 중 법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회사나 정부기관으로부터 PT 신탕
라야의 플랜테이션 운영이 환경에 끼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35 휴먼라이츠워치는 기름야자 플랜테이션과 해충 및 쥐 개체수 증가
간의 잠재적인 상관성에 대해 PT 신탕 라야에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년간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대규모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환경과 주민들의 생계에 끼치는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세루앗 두아의 일부 주민들은 건기에 전보다 염수가 더 자주 들어와 작물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은 조수간만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탄지가 침하하면서

130 Nuradilah Denan, et. al., “Predation of potential insect pests in oil palm plantations, rubber tree plantations, and fruit

orchards,” Ecology and Evolution, vol. 10, no. 3 (January 2020): pp. 654-661, accessed September 20, 2020,
doi:10.1002/ece3.5856; Fuad Nurdiansyah, et. al., “Biological control in Indonesian oil palm potentially enhanced by
landscape context,”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vol. 232 (2016): pp. 141– 149.

131 Kalidas P, “Pest Problems of Oil Palm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Agrotechnology, special issue 11

(2012), accessed September 20, 2020, doi:10.4172/2168-9881.S11-001.; Nuradilah Denan, et. al., “Predation of potential
insect pests in oil palm plantations, rubber tree plantations, and fruit orchards,” Ecology and Evolution, vol. 10, no. 2
(January 2020): pp. 654-661.
132 Ibid.
133 Muhamad Syafiq, et. al., “Responses of tropical fruit bats to monoculture and polyculture farming in oil palm
smallholdings,” Acta Oecologica, vol. 74, 2016: pp. 11– 18.
134 2018

년 4 월 28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디아와 진행한 인터뷰.

135 환경관리법

제 23/1997 호, 지역사회는 환경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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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과 강에 염수가 들어왔다. 136 주민들은 염수가 빈번히 들어오면서 토양 염도가
증가해 쌀과 채소 수확량이 줄었다고 말했다.137
지역사회 지도자 겸 활동가인 압둘 마지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플랜테이션 전에는 강물이 짜지 않았어요. 지금은 바닷물이 들어와서
짭니다. 염수가 농토로 들어오고 논으로 들어와요. 염수는 벼에
안좋죠…… 우리가 바다로부터 20 킬로미터 되는 지점에 댐을 건설해서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PT 신탕
라야)에서는 거기에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138
2009 년에 세루앗 두아의 주민들은 쿠부 라야의 부파티(리젠시 지사), 리젠시
환경국(Regency Environmental Office), 산림플랜테이션국(Forestry and Plantation Office),
지역계획국(Regional Planning Office) 국장들에 PT 신탕 라야의 개간 활동이 농지의
토양과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139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이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전혀 보지 못했다.

시위 참가자 및 토지권 활동가들에 대한 괴롭힘과 체포 및 기소
정부 당국은 대거 체포, 임의적 구금, 보복 기소 등을 통해 플랜테이션의 확장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인 주민들을 괴롭히고 위협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주민들은 경찰이 토지 반환을 명령한 법원 판결은 집행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PT 신탕
라야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루앗 두아, 멩칼랑 잠부, 올락 올락에서 우리가 인터뷰한 주민들은 PT 신탕 라야의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확장에 반대해 시위할 때마다 지역이나 리젠시 또는 주의 여러
경찰 단위가 들이닥쳐 주민들과 마을 공동체를 협박했다고 말했다. 데위(62 세, 여성)는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마을에서 한 번도 경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을
보려면 시[폰티아낙]까지 나가야 했어요. 지금은 경찰이 빈번히 와서 나와 내 가족들을

136 Lisa G. Chambers, Havalend E. Steinmuller, and Joshua L. Breithaupt, “Toward a mechanistic understanding of ‘peat

collapse’ and its potential contribution to coastal wetland loss,” Ecology, vol. 100, no. 7 (2019). Henk Wösten, Aljosja
Hooijer, Christian Siderius, Dipa Satriadi Rais, Aswandi Idris, and John Rieley, “Tropical Peatland water management
modelling of the Air Hitam Laut catchment in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River Basin Management (2010):, pp. 233244, doi:10.1080/15715124.2006.9635293.
137 2018

년 4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아디라트나 및 아미샤, 2018 년 4 월 30 일 압둘 마지드와 진행한 인터뷰.

138 2018

년 4 월 30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압둘 마지드와 진행한 인터뷰.

139 IPAC, “An Anatomy of an Indonesian Oil Palm Conflict,”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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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경찰의 존재로 인해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140
2016 년에 올락 올락 주민들은 시위를 조직하여 PT 신탕 라야에 주민들로부터 빼앗아간
땅을 돌려주고 대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시위에 참가한 다수의
주민들을 체포하고 임의적으로 구금시켰다. 141
체포를 우려한 주민 수백 명은 인근 마을과 폰티아낙 시로 대피했다. 142 아울리아(58 세,
여성)는 “2016 년에 총으로 무장한 경찰 트럭 서너 대가 마을에 와서 두 자녀가 있는 내
아들 2 명을 포함해서 남자 60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2 달간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났어요.”라고 말했다. 143
자카르타 포스트(Jakarta Post)의 보도에 의하면, PT 신탕 라야는 “몇몇 주민들이
기름야자 열매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돈을 지불하여 사람들을 체포하고 해당
지역을 수비하도록 했다. 회사의 가혹한 조치로 겁에 질린 다수의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콤나스 HAM) 지역사무소로 대피했다.” 144 아동을 포함한 주민 47 명은
집으로 돌아가면 경찰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콤나스 HAM 사무소에서 2 주동안
피신했다. 145 넬리 유스니타 웨스트 칼리만탄 콤나스 HAM 사무소장은 “일부 주민들이
마을에서 도망쳐 나와 콤나스 HAM 사무소에 머물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일련의
여러 사건들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우리 사무소로 피신하지는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146

140 2018

년 4 월 27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데위와 진행한 인터뷰.

141 경찰

발표문에서는 2016 년에 시위 중에 올락 올락 마을에서 경찰관 한 명이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경찰은
마을 주민 10 명을 체포했다. See Jauhari Fatria, “PT Sintang Raya: Investors Want Security Certainty in Investing,” Kalbar
Online, July 25, 2016. https://www.kalbaronline.com/2016/07/25/pt-sintang-raya-investor-inginkan-kepastian-keamanandalam-berinvestasi/ (accessed March 10, 2021).
142 Severianus Endin, “Hundreds leave homes in palm oil conflict,” The Jakarta Post, August 2, 2016.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6/08/02/hundreds-leave-home-palm-oil-conflict.html (accessed April 24, 2021);
Slamet Ardiansyah, “Land conflict with the company, residents are afraid to return home,” Rappler, August 3, 2016.
https://www.rappler.com/indonesia/141832-konflik-lahan-dengan-perusahaan-ratusan-warga-kalbar-takut-kembali-kerumah (accessed April 24, 2021); Aseanty Pahlevi, “Afraid of being Arrested, Kubu Raya Residents 'Evacuate' to Komnas
HAM” (“Takut Ditangkap, Warga Kubu Raya 'Mengungsi' ke Komnas HAM”),Tempo.co, August 1, 2016,
https://nasional.tempo.co/read/792309/takut-ditangkap-warga-kubu-raya-mengungsi-ke-komnas-ham/full&view=ok
(accessed April 24, 2021).
143 2018

년 4 월 29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아울리아와 진행한 인터뷰.

144 Severianus Endi,

“Residents flee as company asks police to make arrests,” The Jakarta Post, August 8,
2016,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6/08/08/residents-flee-company-asks-police-make-arrests.html
(accessed September 20, 2020); Endi, “Hundreds Leave Home in Palm Oil Conflict,” The Jakarta Post.
145 Ibid.
146 2021

년 3 월 4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콤나스 HAM 대표인 넬리 유스니타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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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에 웨스트 칼리만탄 콤나스 HAM 은 해당 지역 주민들 그리고 PT 신탕 라야와
각각 회의를 열었다. 웨스트 칼리만탄 주정부와 쿠부 라야 리젠시 정부 관계자들도 두
회의에 참석했다. 147 그러나 콤나스 HAM 의 개입은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마을과 PT 신탕 라야 간의 갈등도 완화시키지 못했다. 2021 년에 넬리 유스니타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콤나스 HAM 이 (2016 년에)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리젠시
정부가 플랜테이션 담당기구를 통해 (주민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 문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지금은 리젠시 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고 이행 여부를
알아보려면 주민들이 콤나스 HAM 에 다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148
2018 년 2 월에 올락 올락에서 PT 신탕 라야에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차례 있은 후
6 명의 사복경찰이 농업개혁운동연맹(Aliansi Gerakan Reforma Agraria, AGRA) 지부장인
카완 아윱을 한밤중에 폰티아낙에서 체포해 수감시켰다. 149 그가 플랜테이션에서
일하지도 않고 회사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PT 신탕 라야는 그가 회사
매장에서 비료를 훔쳤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절도 혐의를 그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기름야자 열매를 훔쳤다는 죄목을 추가했다. 그는 공식 기소되었고 1 년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150
회사의 활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은 괴롭힘, 임의체포, 보복 기소 등에
직면하며, 그 가족들은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아윱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둔 로에카토는 2018 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폰티아낙에 있는 AGRA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말만 들었어요. 일주일 넘게 남편을 본
사람이 없었고, 2018 년 2 월 23 일에 수감되었어요. 체포되고 2 주 정도

147 “Resolving Land Polemic, West Kalimantan Provincial Government Holds Meetings” (“Selesaikan Polemik Lahan,

Pemprov Kalbar Gelar Pertemuan”), The Tanjungpura Times, October 15, 2017,
http://thetanjungpuratimes.com/2017/10/15/selesaikan-polemik-lahan-pemprov-kalbar-gelar-pertemuan/ (accessed April
24, 2021).
148 2021

년 3 월 4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콤나스 HAM 대표인 넬리 유스니타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149 2018

년 4 월 30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폰티아낙 소재 LinkAR 보르네오의 전 집행이사인 아구스 수토모와
진행한 인터뷰. See also “AGRA strongly condemns the illegal arrest of Comrade Ayub, Chairperson of the Olak Olak village
branch of AGRA, West Kalimantan,” AGRA press release, February 24, 2018, https://ilps.info/en/2018/03/01/agra-stronglycondemns-the-illegal-arrest-of-comrade-ayub-chairperson-of-the-olak-olak-village-branch-of-agra-west-kalimantan/
(accessed May 2, 2021); “Free Ayub the Agrarian Fighter,” change.org Petition, https://www.change.org/p/joko-widodo-freeayub-the-agrarian-fighter (accessed May 2, 2021).
150 2021

년 2 월 26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LinkAR 보르네요의 전 집행이사인 아구스 수토모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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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서 남편을 면회하려고 폰티아낙에 갔습니다. 교통비가 비싼데 난
그만한 돈이 없어요. 교통비로만 400,000 루피아(28 달러)가 드니까
비싸죠…… 남편이 잡혀간지 벌써 2 달하고 3 일이 지났어요. 너무 슬프고
무섭습니다. 집세도 내야 하고, 아이 학용품도 사야 하고, 자전거도
고쳐야 하고,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1 주일에 하루 가서 야자
열매 무게 다는 일을 합니다. 하루 일하고 300,000 루피아(20 달러)
벌어요. 다음 수확량은 20 일 후에 들어오는데 그때 또 일하러 가죠. 나는
남편만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음식값과 아이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걸로 모자라죠. 151
로에카토는 AGRA 의 도움으로 자카르타에 가서 콤나스 HAM 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녀는
“콤나스 HAM 에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기가 없어서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겁을 먹고 땅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면서 싸우는 걸 멈췄어요. 싸우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플랜테이션에서 일할 수가 없고 다른 수입원이나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다. 152
세 마을의 주민들은 회사의 불법적인 토지 수탈에 대해 당국이 법적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고 친구와 가족들이 체포되고 기소되는 것을 보면서 보복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와휴 세티아완 AGRA 대표는 “주민들이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팍 아윱처럼 한밤중에 체포되었어요.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몇몇 사람들은 나중에 앓아누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153
경찰이 수시로 드나들고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올락 올락과 플랜테이션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이 주입되었다. 154 주민들은 경찰의 체포와 기소 행위가 자신들의
토지권을 되찾으려는 싸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다. 데위의 아들과 손자녀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농지로 확장해 들어오는 것에 항의한 후 2016 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당신(휴먼라이츠워치)하고 이야기했다가 나도
경찰에 잡혀갈까봐 무섭습니다.”라고 말했다. 155 디아는 “내 남편은 일이 없어요. 애들
교육시켜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컨세션에] 1 헥타르가 들어가
있어요. 그 1 헥타르가 어디인지 알아도 무서워서 거기서는 수확을 못해요. 아윱이

151 2018

년 4 월 27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로에카토와 진행한 인터뷰.

152 Ibid.
153 2021

년 3 월 11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AGRA 대표인 와휴 세티아완과 진행한 인터뷰.

154 Endi, “Residents flee as company asks police to make arrests,” The Jakarta Post.
155 2018

년 4 월 28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데위와 진행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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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고 난 후에 무서워서 그 땅은 근처에도 안가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156 부디와티는
“회사하고 싸워봤자 소용 없어요.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갈 거에요.”라고
말했다. 157
세루앗 두아에서도 주민들의 우려는 비슷했다. 압둘 마지드(42 세, 남성)는 “마을 9 곳
중에서 마을 대표 2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이 겁이 나서 PT 신탕
라야가 HGU 를 갱신하도록 서류에 사인을 해줬어요.”라고 말했다. 158 압둘 마지드 역시
펠리타 햄릿의 전 마을 대표였던 밤방 수다르얀토가 2013 년에 체포되어 수감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회사에 반대하기가 겁난다고 말했다.159
엘록(45 세, 여성)은 2018 년 4 월에 PT 신탕 라야가 자신의 땅에 야자나무를 심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이 와서 “얼른 가봐라, 회사에서 당신 땅에 나무를 심고 있다”고
했어요. 가봤더니 내 땅에 작은 야자나무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경찰에 잡혀갈까봐 뽑지도 못합니다. 우리 남편이 경계선에
꽃을 심었지만 그 사람들(PT 신탕 라야)은 계속 야자를 심었어요. 루쿤
테탕가한테도 말하고, 루쿤 와르가한테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했지만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160
멩칼랑 잠부에서도 주민들은 플랜테이션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마을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2005 년에 회사와 마을 간에 구두로 경계선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 년에 PT 신탕 라야에 고용된 일꾼들이 그 경계선 너머의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61 주민들이 그 일꾼들을 가로막고 나서자 경찰이
마을에 찾아왔다. 아리에프(35 세, 마을 지도자)는 “다음 날에 장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마을에 왔어요. 회사(PT 신탕 라야)에서 강 옆에 있는 우리 나무와 작물들을
정리하는 동안 경찰이 총을 들고 강가에 서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162

156 2018

년 4 월 28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디아와 진행한 인터뷰.

157 2018

년 4 월 29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올락 올락의 부디와티와 진행한 인터뷰.

158 2018

년 4 월 2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압둘 마지드와 진행한 인터뷰.

159 “Against Oil Palm Company Invasion, Land Rights Fighters Lost Hope” (“Melawan Invasi Perusahaan Sawit, Pejuang Hak

Tanah Kehilangan Harapan”), Suara Pemred, July 15, 2020.
https://www.suarapemredkalbar.com/read/potret/15072020/melawan-invasi-perusahaan-sawit-pejuang-hak-tanahkehilangan-harapan (accessed July 22, 2020).
160 2018

년 4 월 2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엘록과 진행한 인터뷰.

161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에서 아흐마드, 아리에프, 바크티와 진행한 인터뷰 및 2018 년 5 월
6 일 아닌다와 진행한 인터뷰
162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마을 지도자인 아리에프와 진행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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멩칼랑 잠부와 PT 신탕 라야 간의 분쟁에 경찰이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아흐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사(PT 신탕 라야)에서는 경찰을 부릅니다. 최근에
PT 신탕 라야 인부들이 땅을 정리하고 기름야자를 심을 때 경찰이 경비를
서줬어요.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열 번도 넘게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시위할 때마다 오고, 표지판만 세워도 경찰이 옵니다. 163
2018 년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에 반대하는 토착민과 지역 활동가
등 주민들에 대한 체포 사건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64 토지권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 연합체인 콘소시움 펨바루안 아그라리아(Konsorsium Pembaruan Agraria,
이하 KPA)는 정부 당국과 회사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임의적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165 그리고 공무원들과 기업들이 법률을 왜곡하여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166
애초에 기업과 벌목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수립된 법률들은 토지를 잃은 것에
항의하거나 수십 년간 살아온 토지의 강제수용에 저항하는 토착민과 마을 지도자들을
처벌하는데 이용되었다. 167 세루앗 두아의 활동가이자 마을 지도자인 마지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63 2018

년 5 월 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멩칼랑 잠부의 아흐마드와 진행한 인터뷰

164 휴먼라이츠워치가

KPA (Konsorium Pembaruan Agraria), AMAN(Alliansi Masyarakat Adat Nusantara), AGRA(Aliansi
Gerakan Reforma Agraria), Link-AR 보르네오, 사윗 워치(Sawit Watch), WARSI(Komunitas Konservasi Indonesia)와 진행한
인터뷰; see, “Palm oil plantations linked to intimidation and criminalisation of community leaders in West Sumatra,” Forest
Peoples Programme press release, December 4, 2018, https://www.forestpeoples.org/en/agribusiness-palm-oil-rspo/pressrelease/2018/press-release-palm-oil-plantations-linked (accessed October 15, 2020).
165 Departemen Kampanye dan Manajemen Pengetahuan KPA, “Catahu 2017: Reforma Agraria di Bawah Bayang Investasi,

Gaung Besar di Pinggiran Jalan,” 2017, http://kpa.or.id/publikasi/baca/Laporan/25/Catatan_Akhir_Tahun_2017 (accessed
May 2, 2021).

166 Ibid., p. 18. 산림

업무에 관한 법률 제 41/1999 호(Law No. 41 of 1999 on Forestry Affaires) 제 49 조 소유권 또는 허가권
소유자는 작업 지역에서의 산불을 책임진다. 제 51 조 특정 산림 공무원에 경찰 권한을 부여한다. 토지조달에 관한 법률
제 2/2012 호(Law No. 2/2012 on Land Procurement), 산림파괴 예방 및 철폐에 관한 법률 제 18/2013 호(Law No. 18/2013
on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Forest Destruction), 플랜테이션에 관한 법률 제 39/3014 호(Law No. 39 of 2014 on
Plantations). 플랜테이션법 제 20 조와 21 조를 참고한다. 일례로, 20 조는 플랜테이션 소유자가 경찰과의 협력 하에
플랜테이션의 안전을 담당하며 인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 조는 플랜테이션 및 기타 자산을
파괴하거나, 허가 없이 플랜테이션 토지를 이용하거나, 플랜테이션 사업을 방해하는 기타 행동을 금지한다. 이러한 금지
규정에 수반되는 형사상 제재에 의거하여,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 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고의적인 위반은 2 년 6 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25 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67 Michael Taylor, “Jailing of farmer who cut 20 trees spotlights Indonesia land conflicts,” Reuters, May 19, 2020,

https://news.trust.org/item/20200519100333-i9kke (accessed October 15, 2020). 2013 년도 산림파괴의 금지 및 철폐에
관한 법률(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Forest Destruction Law)은 토지권 수호자들을 처벌하는 주된 도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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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타 자야의 한 농부가 자기 밭을 정리하고 풀을 없애기 위해 불을
놓았다가 회사(PT 신탕 라야)에서 경찰을 불러 체포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경찰에서 풀려난 후에 바로 회사에 땅을 팔았어요. 인근 농장의
주인도 즉시 회사에 팔았고요. 그 이웃은 아마도 다음 번에 자기 차례가
될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세루앗 두아의 또 다른 농부는 배수로로
경계선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밭에 불을 놓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것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체포될 수 있다고 겁을 먹게 되었죠. 168
PT 신탕 라야와 경찰은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의 비정부단체들을 괴롭히고 위협했다. Link-AR(Lingkaran Advokasi dan Riset)
연합의 NGO 들은 PT 신탕 라야가 토지 분쟁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하러 온 Link-AR 소속
직원들과 다른 NGO 대표들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169 마지드는 “NGO 가 와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주민들을 조직하면 그들[PT 신탕 라야]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NGO 가
주민들을 선동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주는 NGO 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측과 협상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170
땅을 잃은 것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회사측과 경찰이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하고 보복
기소하는 행위는 마을 주민들만이 아니라 활동가와 그 가족들까지도 겁먹게 할 수 있다.
2020 년에는 팜유 산업에 비판적인 한 기자가 비자 규정 위반으로 체포되고, 한
블로거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또 한 농부는 마을과 기업 간의 분쟁지역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다. 171

주요한 법적 절차와 플랜테이션 기업의 책임
인도네시아에는 재산권과 토지권을 보호하는 법률과 규제가 여러 개 있다. 172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고 플랜테이션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규정하는 법률과 규제들이

168 2018

년 4 월 2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압둘 마지드와 진행한 인터뷰.

2018 년 4 월 30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웨스트 칼리만탄 폰티아낙 소재 LinkAR 보르네오의 전 집행이사인 아구스 수토모와
진행한 인터뷰
170 2018

년 4 월 25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세루앗 두아의 압둘 마지드와 진행한 인터뷰.

171 Dyaning Pangestika, “Indonesian Organizations Condemn Arrest of Mongabay Environmental Journalist,” The Jakarta Post,

January 22, 2020,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1/22/indonesian-organizations-condemn-arrest-ofmongabay-environmental-journalist.html (accessed October 15, 2020); “Indonesia: Blogger Held Over Land Dispute Report,”
Human Rights Watch news release, May 16, 2020, https://www.hrw.org/news/2020/05/16/indonesia-blogger-held-overland-dispute-report#; and Taylor, “Jailing of farmer who cut 20 trees spotlights Indonesia land conflicts,” Reuters.

172

Law Number 39/2014 on Plantation; Law Number 2/2012 on the provision of land for development in the public interests;

Law Number 39/1999 recognizes property rights and land rights; and the Basic Agrarian Law (BAL) 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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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업들은 지역의 관계기관에 허가 신청을 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상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내투자 유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립된 새로운 법률들은 시민참여와
정부의 감시 기능을 제한하는 등 이러한 절차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173

허가의 취득
기업이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여러
기관으로부터 일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장소 허가(Izin Lokasi) 174가
포함되는데, 이 허가는 주지사나 부파티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나 기타 상충되는
권리들을 검토한 후에 발급하게 되어 있다.
플랜테이션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은 또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이하 AMDAL)를 실시한 후에 지역이나 주정부로부터 환경
허가(Izin Lingkungan) 175, 지역 또는 주 단위에서의 플랜테이션 허가(Izin Usaha
Perkebunan 이하 IUP) 176, 토지가 숲을 포함하는 경우 산림부로부터 산림전환허가

177

,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정부 토지국으로부터 HGU 를 취득해야 한다.178

173 Hans Nicholas Jong, “Indonesia’s Omnibus Law a ‘Major Proble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ongabay, November 4,

2020, https://news.mongabay.com/2020/11/indonesia-omnibus-law-global-investor-letter/ (accessed April 30, 2021); Hans
Nicholas Jong “With New Law, Indonesia Gives Miners More Power and Fewer Obligations,” Mongabay, May 13, 2020,
https://news.mongabay.com/2020/05/indonesia-mining-law-minerba-environment-pollution-coal/ (accessed May 2, 2021);
Norman Harsono, “Explainer: New Rules in Revised Mining Law,” The Jakarta Post, May 14, 2020,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5/14/explainer-new-rules-in-revised-mining-law.html (accessed November 9,
2020).
174 장소

허가에 관한 농업부 장관/국립토지청장 규정(Agrarian Minister / Head of the National Land Agency Regulation on
Location Permits) 제 2/1999 호는 장소 허가에 관한 농업공간계획부 장관/국립토지청장 규정(th Minister of Agrarian Affairs
and Spatial Planning/Head of National Land Agency Regulation on Location Permits) 제 5/2015 로 대체되었고, 다시 장소
허가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Location Permits) 제 14/2018 호로 대체되었다. 마지막 규정은 온라인 제출시스템(OSS)을
통해 장소 허가를 받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다. OSS 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청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공간계획 요청의 이행에 관한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spatial planning
requests) 제 15/2010 호.

175 환경보호관리법(Law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제 32/2009 호 제 22 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업 및 활동은 AMDAL 을 취득해야 한다. 제 26(1)조 개시자는 지역사회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 26(2)조
지역사회의 참여는 투명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을 이행하기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환경 허가에 관한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concerning Environmental Permits) 제 27/2012 호.
176 Law of Plantations, 2014, arts. 42-45; Ministry of Agriculture regulation No. 26 of 2007.
177 For relevant forest release related regulations, see;

“Risk Tool: Indonesia,” Forest Legality Initiative,
https://forestlegality.org/risk-tool/country/indonesia (accessed May 2, 2021).
178 Law of Basic Agrarian Principles, 1960, arts. 28-34;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Right of Exploitation, the Right of

Building and the Right of Use of Land, No. 40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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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득 전에 지역사회와 상의할 의무
여러 법률과 규정에서는 기업이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신청과정의 한 부분으로써 해당
지역민들과 상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79
a) 장소 허가를 취득하기 전

180

: 주민들과의 상의과정은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에 대한 정보 수집, 주민 이주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 공동체의 참여 등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181
b) 환경 허가와 플랜테이션 허가를 취득하기 전: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는
지역사회 상의과정을 포함한다. 182 마을의 토지 소유주들과 기업이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마을에서는 관련
정부기구(장관, 주지사 또는 리젠시 지사)에서 설립한 AMDAL 평가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183 기업은 플랜테이션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공동체와 상의해야 한다. 184
c) ‘경작권’ 허가를 취득하기 전: 기업은 토착민의 토지 또는 소유주가 명확한 다른
토지 내에서 토지권 소유자들과 상의하여 토지의 양도와 보상에 합의해야
한다.185
이러한 단계들이 단순명료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주민과의
상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186

179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ecretariat of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ISPO) and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Joint Study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ISPO and the RSPO
Certification Systems,” 2015, https://www.undp.org/content/dam/gp-commodities/docs/ISPORSPO%20Joint%20Study_English_N%208%20for%20screen.pdf (accessed January 16, 2019), pp. 48, 51-52. 이 논문은 법적
구조와 지역사회 상의과정에 관한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180 Agrarian Minister/Head of the National Land Agency Regulation on Location Permits, No. 14 of 2018.
181 Ibid., art. 21. The repealed regulation on Location Permit No. 2 of 1999, referred to consultation in art. 4, and in art. 6(5).
182 Government Regulation concerning Environmental Permits, 2012; Law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o. 32 of 2009; and

Environment Ministry Regulation No. 8 of 2006.

183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No. 32 of 2009, art. 26(4).
184 2014

년 플랜테이션법 제 12(1)조: (1) 지역사회 소유 토지가 있는 곳에서의 플랜테이션 사업과 관련한 토지권의 경우,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협상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사회는 토지 및 관련 지점의 양도에 관한 합의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185 Law of Plantations, 2014, art. 12(1-2), (formerly Law of Plantations, 2004, art. 9 (2)).
186 John McCarthy and Zahari Zen, “Regulating the oil palm boom: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approaches to agro‐industrial pollution in Indonesia,” Law & Policy, vol. 31, no. 1 (2010): pp.153-179; and Idsert Jelsma, et.
al., “Unpacking Indonesia’s independent oil palm smallholders: An actor-disaggregated approach to identifying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challenges” Land Use Policy, vol. 69 (2017): pp. 2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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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기름야자 플랜테이션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십만 명의 토착민들을 지원해온
변호사들과 지역의 비정부단체들은 여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 상의과정을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가 거의 감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87
마을 주민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장소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토지
적합성 조사나 (플랜테이션 허가 또는 경작권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환경허가
신청과정에서 주민 상의와 같은 중요한 과정들을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188 지역의
전문가들은 사회적 영향 평가는 거의 실시하지도 않지만, 설령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없이 그냥 상자에 체크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189 79 개 법률을 수정하고
수천 개의 규제를 폐지한 2020 년도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Omnibus Law on Job
Creation)은 환경 허가와 관련한 라이선스 요건을 완화하여 환경 영향 평가에 지역사회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낮추고, 기업의 허가 취득 속도를 높이고, 상업적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숲보전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고 그 결정 권한을 행정부에 넘김으로써 환경 기준을 더욱 약화시켰다. 190

187 2018

년 5 월 2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지역 NGO 인 AMAN 의 사무국장 룩카 솜보링기 및 인권 담당관 시눙 카르토와
진행한 인터뷰.

188 1999

년 장소 허가에 관한 농업부 장관/국립토지청장 규정(Agrarian Minister/Head of National Land Agency Regulation
on Location Permits) 제 8 조는 회사와 관련 기관이 토지 적합성 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사회와 상의하여 해당 토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2018 년도 규정은 하나의 온라인 프로세스를
통해 여러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한다. See “PP OSS [Online Single
Submission] is Considered to Weaken the Obligatory Position of AMDAL,” (“PP OSS Dinilai Lemahkan Posisi Wajib AMDAL”),
HUKU, May 15, 2019, https://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cdc18e537f3c/pp-oss-dinilai-lemahan-posisi-wajibamdal (accessed May 16, 2019). 2018 년 4 월 30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폰티아낙 소재 아가사/로슬라이니/두나스타
토착민법률협회(Agatha, Roslaini and Dunasta of Indigenous Law Society)의 아가사 아니다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
2018 년 5 월 2 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지역 NGO 인 AMAN 의 사무국장 룩카 솜보링기 및 인권 담당관 시눙 카르토와
진행한 인터뷰.
189

Basten Gokkon, “Indonesia to Strengt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rough Process Review,” Mongabay,
January 24, 2018, https://news.mongabay.com/2018/01/indonesia-to-strengthen-environmental-impact-assessmentsthrough-process-review/ (accessed April 29, 2019). The article cites Minister Siti Nurbaya Bakar, who acknowledged that the
current AMDAL process has loopholes that companies exploit; Nikson Sinaga, “Alleged Forgery of Information and Reported
AMDAL Signatures,” Kompas, January 17, 2019, https://kompas.id/baca/nusantara/2019/01/17/dugaan-pemalsuanketerangan-dan-tanda-tangan-amdal-dilaporkan/ (accessed May 2, 2021); “Amdal Corruption is a Source of Environmental
Damage: Review of Regula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Korupsi Amdal Sumber Kerusakan Lingkungan
Kaji Ulang Regulasi Terkait 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Kompas, September 26, 2017,
https://kompas.id/baca/humaniora/ilmu-pengetahuan-teknologi/2017/09/26/korupsi-amdal-sumber-kerusakanlingkungan/ (accessed May 16, 2019).
190 “Indonesia: New Law Hurts Workers, Indigenous Groups,” Human Rights Watch news release, October 15, 2020,

https://www.hrw.org/news/2020/10/15/indonesia-new-law-hurts-workers-indigenous-groups; Cameron Grant, Philip
Morgan, and Taybah Siddiqi, “Three Things Investors Need to Know About Indonesia’s New Omnibus Law,”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November 23, 2020, https://transactions.freshfields.com/post/102gkmd/three-things-investors-needto-know-about-indonesias-new-omnibus-law (accessed April 30, 2021); Hans Nicholas Jong, “Indonesia’s Omnibus Law a
‘Major Proble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ong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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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권 의무와 책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재산권, 참여할 권리, 정보접근권,
효과적인 구제책을 이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다수의 핵심적인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다. 비차별과 평등 원칙은 이러한 인권을 행사하고 향유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이다.
인도네시아가 비준한 관련 조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193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등이다. 194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무는 기업 등 제 3 자의 활동과
관련한 의무를 포함한다. 정부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195
기업, 이 경우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기업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토지와 어장
및 산림 사용권의 책임성 있는 관리에 관한 유엔 자발적 지침(UN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VGGT), 그리고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의 농업과 식량체계에서의
책임성 있는 투자에 관한 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19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dopted December 16, 1966,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49, U.N. Doc. A/6316 (1966), 993 U.N.T.S. 3, entered into force January 3, 1976, ratified
by Indonesia on February 23, 2006.

19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52, U.N.

Doc. A/6316 (1966), 999 U.N.T.S. 171, entered into force March 23, 1976, ratified by Indonesia on February 23, 2006.
19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adopted December 21, 1965,
G.A. Res. 2106 (XX), annex, 20 U.N. GAOR Supp. (No. 14) at 47, U.N. Doc. A/6014 (1966), 660 U.N.T.S. 195, entered into force
January 4, 1969, ratified by Indonesia on June 25, 1999.
194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dopted December 18, 1979, G.A.
res. 34/180, 34 U.N. GAOR Supp. (No. 46) at 193, U.N. Doc. A/34/46,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3, 1981, ratified by
Indonesia on September 13, 1984.
195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lso adopted in the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endorsed by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guiding principle 3.2). Se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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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ystems, CFS-RAI) 196에 명시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업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자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권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잠재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과의 실질적인 상의 등 인권과 관련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가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가 이를 집행하거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인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2015 년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환경 피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 197 인도네시아는
2030 년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배출량을 29%, 국제적 지원이 있을 시 41%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198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하지만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탄소 흡수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이탄지숲 등의 자연림을
벌목하는 행위가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고 있다.199

2018 년에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인권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지 않는 것은” 모두를

196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2014,

http://www.fao.org/3/au866e/au866e.pdf (accessed May 31, 2021).

197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David R. Boyd, A/74/161, July 15, 2019,
https://undocs.org/en/A/74/161 (accessed May 3, 2021);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John H.
Knox, A/HRC/25/53, December 30, 2013, https://undocs.org/en/A/HRC/25/53 (accessed May 3, 2021);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고 폐해와 공해,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강조는 본 보고서에서 추가함).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the right to life,” CPR/C/GC/36 (2018),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1_Global/CCPR_C_GC_36_8785_E.pdf (accessed May 3,
2021), para. 62.
198 Republic of Indonesia,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ovember 2016,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Indonesia%20First/First%20NDC%20Indonesia_submitte
d%20to%20UNFCCC%20Set_November%20%202016.pdf (accessed March 1, 2021).
199 Daisy Dunne, “The Carbon Brief Profile: Indonesia, Country Profiles,” Carbon Brief, https://www.carbonbrief.org/thecarbon-brief-profile-indonesia (accessed April 26, 2021), “Forests and Landscapes in Indonesia,” World Resources Institute,
https://www.wri.org/initiatives/forests-and-landscapes-indonesia (accessed April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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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 이 위원회는 또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하에서의
인권 의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기획하고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리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다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202 또한 화재와 연기 위해성(smoke
hazard)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3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기름야자 업계의 생산성 증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이탄지로까지 확장될 잠재성이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냈다. 204 부실한 토지 관리와 관련 인권침해로 인해 더 많은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재산권과 임의적 박탈의 금지
국제법은 재산권을 포함하여 토지 및 안정적인 사용기간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 205
모든 사람은 혼자서 그리고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200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imate change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ctober 8, 2018.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691&LangID=E (accessed May 3, 2021), para
6.
201

Ibid., para. 3.

202

“Indonesia,”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indonesia/ (accessed August 4, 2020);
GreenPeace Indonesia, “Not Ambitious and Not Involving Communities, Updated 202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Indonesia 2020 Will Only Exacerbate the Disaster of the Climate Crisis” (“Tidak Ambisius dan Tidak Melibatkan
Masyarakat,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Indonesia 2020 Hanya Akan Memperburuk Bencana Krisis
Iklim”), February 24, 2020, https://www.greenpeace.org/indonesia/siaran-pers/4691/tidak-ambisius-dan-tidak-melibatkanmasyarakat-updated-nationally-determined-contributions-ndcs-indonesia-2020-hanya-akan-memperburuk-bencana-krisisiklim/ (accessed August 8, 2020).
203 Hans Nicholas Jong and Lusia Arumingtyas, “Indonesian Supreme Court strikes down regulation on peat protection,”

Mongabay, November 2, 2017, https://news.mongabay.com/2017/11/indonesian-supreme-court-strikes-down-regulationon-peat-protection/ (accessed May 3, 2021).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산림 기업으로 하여금 이탄 보호지역에서 탄소
매장량이 많은 컨세션을 포기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장관령 규정을 기각했다. 이 규정은 해마다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이탄 습지 지역을 태우는 산불 재발을 막기 위한 신규 규칙의 한 부분으로 입안된 것이었다. 기업과 노조,
정치인들은 이 규정이 생산성을 낮추고 대량 해고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이탄지 보호 활동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204 Nur Yasmin, “Indonesia Doubles Down on Its Palm Oil Commitment,” Jakarta Globe, October 31, 2019,

https://jakartaglobe.id/business/indonesia-doubles-down-on-its-palm-oil-commitment (accessed May 3, 2021); Hans
Nicholas Jong, “Indonesia won’t ‘sacrifice economy’ for more ambitious emissions cuts,” Mongabay, April14,
2020,https://news.mongabay.com/2020/04/indonesia-emissions-reduction-climate-carbon-economy-growth/ (accessed
August 4, 2020).

205

일례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관습적인 국제법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는 선언)은

다음과 같다. 제 17 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당사국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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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으로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 206 여러 인권기제에 명시된 재산권은 토지와
토지 사용을 포함한다. 공익 목적, 법률, 그리고 정당한 보상의 지불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 207
인도네시아 법률 하에서 이주민에게 배정된 토지는 소유권과 함께 제공된다. 208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 재정착한 이주민 공동체는 배정받은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기름야자 기업과 기타 농업
및 채굴 사업에 이들의 토지와 중첩되는 컨세션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여러 인권규약에서는 또한 재산, 토지 접근성·사용·통제권과 관련하여 성별 등을
기반으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209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4(2)(g)조는 정부가
“농어촌 지역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농어촌 지역 여성들이 토지와 농업 개혁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10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동체 내에서 토지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차별을 야기하거나 지속시키는
상황과 태도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고 줄이고 철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역내 협약들이 있다.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 1 조 프로토콜 1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평화롭게 누릴 권리가 있다. 공익 목적인 경우, 법률과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해당인의 소유물을 박탈할 수 없다.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 21 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2) 공공 시설 또는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와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제 14 조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적인 필요 또는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위한 경우와 관련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
206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adopted December 10, 1948, G.A. Res. 217A(III), U.N. Doc. A/810 at 71
(1948), art. 17. See als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adopted
December 21, 1965, G.A. Res. 2106 (XX), annex, 20 U.N. GAOR Supp. (No. 14) at 47, U.N. Doc. A/6014 (1966), 660 U.N.T.S.
195, entered into force January 4, 1969, ratified by Indonesia on June 25, 1999, art. 5(d)(v). ICERD 는 “(v) 단독으로 그리고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의 향유를 지지한다.
207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rotocol No. 1, art. 1;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21;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rt. 14.
208 Indonesia law no. 15/1997 on Transmigration, art. 24 (update on Law No. 3/1972 on Basic Provisions of Transmigration),

currently Law No. 29/2009. 이주법(Transmigration Law) (7)항에 언급된 토지 소유권은 해당 정착단위(settlement unit)의
이주 후 5 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 31 조 (1)항은 다음과 같이 토지 변경 금지기간을 규정한다. 제 29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SP-Pulgar 의 일환으로 새 정착지로 이주한 이주민과 지역 주민에게 양여된 토지는 양여일로부터 15 년간
양도를 금지한다. See FX Sumarja, et. al., “Evaluation of Indonesian Transmigration Law According to Land Certification for
Transmigrants,” Sumarja, vol. 66 (2017).
209 ICERD, art. 5(d)(v); CEDAW, arts. 15 and 16.
210

CEDAW, art. 14(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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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211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특히 유효하고
접근 가능하고 충분한 식량을 얻을 권리, 주거의 권리,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212 토지 상실만이 아니라 환경 훼손으로 인해 해충이 증가하고 염수가
침범하면서 주민들의 식량 안정성이 악화되었다.

참여할 권리
현재와 미래에 모든 사람이 건강과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권리, 환경 문제에서
사법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13
PT 신탕 라야에 대한 토지 배정 및 사업활동 확장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기 않은 것은 그들의 참여할 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214
참여할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등 다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215 이 권리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침해될 수 있다. 216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은 참여권이 “활발하고, 자유롭고,
유의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활발하고, 자유롭고, 유의미한 참여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참여”
211 ICESCR, art. 11(1).
212

식량권은 UDHR 제 25 조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 12 호 충분한 식량에 관한
권리(20 차 회기, 1999) U.N. Doc. E/C.12/1999/5 (1999)에서 해석하는 바에 따라 ICESCR 제 11 조 하에서 인정된다.

213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June 25, 1988, art. 1
214

CEDAW, art. 7; FAO,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guiding principle 3B (6), guideline 9.9; Guiding principles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A/HRC/19/59/Add.5), principle 4; Large-scale land acquisitions and
leases: A set of minimum principles and measures to address the human rights challenge (A/HRC/13/33/Add.2), principles 1,
2, 10;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based evictions and displacement (A/HRC/4/18, annex I), paras. 38,
53, 55, 56 (e) and (i), 65.

215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to Water, U.N. Doc.

E/C.12/2002/11 (2003), para. 48.
216 UN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Common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to Water and Sanitation, Catarina de Albuquerque, U.N. Doc. A/HRC/27/55, June 30, 2014,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4/069/10/PDF/G1406910.pdf?OpenElement (accessed May 3, 2021),
para.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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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특정 조치에 대한 숙의과정의 초반부터
그리고 실질적인 결정 등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참여를 요청하고 참여 기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참여 조건, 문제의 범위, 논의할 질문과 그러한
질문의 구조 및 순서, 절차 규정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1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의 조약기구들은 국가가 다음 상황 등에서 관련 공동체와의
상의과정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

개발 프로젝트, 천연자원의 이용, 토지 취득 및 양여(concession)를 실시하기
전에

218

•

토지 및 천연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

토지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도를 수립할 때

219
220

217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Catarina de Albuquerque, U.N. Doc. A/69/213, July 31,
2014, paras. 18–31.
218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E/C.12/KHM/CO/1, June 12, 2009,
https://undocs.org/en/E/C.12/KHM/CO/1 (accessed May 3, 2021), para. 16 and 30;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Chad,” E/C.12/TCD/CO/3, December 16, 2009, https://undocs.org/E/C.12/TCD/CO/3 (accessed May 3, 2021),
para. 28;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Madagascar,” E/C.12/MDG/CO/2, December 16, 2009,
https://undocs.org/E/C.12/MDG/CO/2 (accessed May 4, 2021), para. 12. and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Argentina, CERD/C/ARG/CO/19-20, March 29, 2010, https://undocs.org/E/C.12/TCD/CO/3 (accessed May 3,
2021);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Chile, CERD/C/CHL/CO/15-18, September 7, 2009,
https://undocs.org/en/CERD/C/CHL/CO/15-18 (accessed May 3, 2021); and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Congo,” CERD/C/COG/CO/9, March 23, 2009, https://undocs.org/CERD/C/COG/CO/9 (accessed May 3,
2021); and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CPR/C/TZA/CO/4, March 23, 2009,
https://undocs.org/CERD/C/COG/CO/9 (accessed May 3, 2021).
219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Australia, E/C.12/AUS/CO/4, June 12, 2009,
https://undocs.org/en/E/C.12/AUS/CO/4 (accessed May 3, 2021); and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Congo,” (CERD/C/COG/CO/9, March 23, 2009, https://undocs.org/CERD/C/COG/CO/9 (accessed May 3,
2021).
220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Finland, CERD/C/FIN/CO/19, March 13, 2009,
https://undocs.org/CERD/C/FIN/CO/19 (accessed May 3, 2021); an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Suriname,
CERD/C/SUR/CO/12, March 13, 2009, https://undocs.org/en/CERD/C/SUR/CO/12 (accessed May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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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할 때

221

토지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는 토지의 배당과 사용이 국민들에 기여하고
부패와 사익으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본래의 목표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정보접근권
정보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참여할 권리,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다른 여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제 19 조에 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 34 호는 공공단체가 갖는 정보접근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정보접근권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공적 영역에서 정부의 공익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22

표현의 자유 및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권과 기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혼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만나거나 집합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에 관한 견해와 정보 및
지식을 자유롭게 출판하거나 전달하거나 배포하고, 법률과 현실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의 준수에 대한 의견을 학습하고 형성하고 가지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권리가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223

,

임의적 체포와 감금을 당하지 않기 위한 보호 행위를 범죄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224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기업에 토지를 빼앗긴 것에 항의하는

지역 활동가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221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C.12/COD/CO/4, December
16, 2009, https://undocs.org/E/C.12/COD/CO/4 (accessed May 3, 2021); and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Finland, E/C.12/FIN/CO/5, January 16, 2008, https://undocs.org/E/C.12/FIN/CO/5 (accessed May 3, 2021).
222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4,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Doc. CCPR/C/GC/34

(2011), paras. 18-19.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제 17 조, 14 조, 2 조, 10 조를 포함하여 ICCPR 의 여러 조항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23

See, ICCPR, arts. 19, 20, and 21.

224

Ibid., arts. 9 an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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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표적이 된 사람들 중에는 인권 수호자들(개인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권을 증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225 토지 문제에
대응하는 인권 수호자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226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이용할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하에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법원이나 기타
고충처리절차 등 효과적인 구제책을 이용하고, 그러한 침해의 결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27 국가는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인권침해 범죄가
자행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부정부패,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절차의 부재,
불만 처리 및 구제책 제공과 관련하여 여러 정부기관 간의 명확한 책임 분담과 업무
조율의 부재는 토지 분쟁에 연루된 사람들이 사법적 정의와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228
인도네시아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단위에서 수많은 분쟁해결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정부와 기업, 토착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간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토지 분쟁이 있다. PT 신탕 라야의 경우에는 회사가 점유한 토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주민의 소유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지침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업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책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229

225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act Sheet no. 29,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 to Defend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9en.pdf (accessed May 3,
2021), p. 2.
226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March 8, 1999,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U.N. Doc

A/RES/144, https://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declaration.aspx (accessed May3, 2021, arts. 5 (a) and
6 (b) and (c).
227

ICCPR 제 2(3)조. 모든 사람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의 적격한
재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28 See generally 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opted and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of December 16, 2005; see also UN Human Rights Committee, “The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31, CPR/C/21/Rev.1/Add. 1326
(2004).
229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Annex, I.A.1,” March
2011,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accessed July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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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마을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은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230 효과적인 정부의 감독이
없더라도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기록한 사례들에서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미약한 국가적 및 규제적 틀 안에서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은 마을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기업들은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해당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상의를 통해 보상 내용이 결정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FAO, O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Paris: OECD Publishing, 2016), http://dx.doi.org/10.1787/9789264251052-en (accessed September 21,
2017).
230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왜 우리 땅에서 그러는 건가요?”

62

감사의 글
본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권리국의 줄리아나 은노코-메와누 여성과 토지 담당
선임 연구원이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이린드리 기타 연구 보조원과 카라 슐트
환경인권국 코디네이터가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리카 응유엔과 수잔 버그스텐
여성권리국 코디네이터가 디자인과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아만다 클라싱 여성권리국 임시 공동디렉터와 아루나 카쉬얍 기업인권국 선임 카운슬이
보고서를 편집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하소노 인도네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 짐 워밍튼
천연자원개발 담당 선임 연구원, 카트리나 롤 선임 연구원, 루시아나 텔레즈-차베즈
연구원, 펠릭스 혼 환경인권국 선임 연구원이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임스 로스 정책
디렉터와 톰 포티어스 프로그램 부디렉터가 법률과 프로그램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 제작은 트라비스 카 출판 코디네이터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로이 헵킨스
선임 행정 관리자와 호세 마티네즈 선임 행정 담당관이 출판을 준비했습니다.
메이델라 샤니, 크리스티 아디아나, 에스티 와휴니가 통역과 연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비트리 안그레니, 데아 아누그라, 라라 리잘, 메이델라 샤님이 본 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고 감수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본 연구를 지원해주신 Link-AR 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쿠부 라야의 마을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3

HUMAN RIGHTS WATCH | JUNE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