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지는 산림
국제 네트워크의 브리핑 서류에는 파푸아, 수마트라 및
보르네오 섬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식량 단지
프로그램”이 원주민 주권, 산림 및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기아를 유발하며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서식지를 위협하고 토지 횡령과 인권 침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군대는 이미 보르네오의
칼리만탄 지역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식량 위기와 COVID-19 경제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은 모호하지만 국제 네트워크는 식량 단지 프로그램이 다음을
위협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 보르네오, 중부 칼리만탄의 770,000 헥타르의 토지 (뉴욕시와 거의 동일한 크기,
동부 칼리만탄에 더 많은 계획이 예정됨);
● 파푸아(뉴기니)의 2,000,000 헥타르의 토지 (벨기에 절반 이상의 크기); 그리고
● 북부 수마트라의 32,000 헥타르의 토지, 남부 수마트라에서 더 많은 계획이 예정됨.
인도네시아의 Prabowo Subianto 국방부 장관은 식량 단지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으며, 전에
민주화 운동가들의 납치 및 고문을 조직한 혐의로 군대에서 추방되었습니다. 2004 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군대는 자체 자금 조달을 위해 농업 및 기타 산업에
관여하며, 이는 빈번하게 부패로 이어집니다. 2020 년, 부패 근절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해양 수산부 장관 Edhy Prabowo(Prabowo Subianto 의 그린드라당의 핵심 구성원)가 PT Agro
Industrial Nasional 의 수출 면허 부패 연루로 체포되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는 식량 단지 프로그램에 투자하려는 금융 기관에 식량 단지 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책임성 부족을 경고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식량 단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여러 프로젝트는
대규모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 년에 새로운 식량 단지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푸아의 메가 라이스 프로젝트(Mega Rice Project)와
2010 년 메라우케 통합 식량 및 에너지 단지(Merauke Integrated Food and Energy Estate,
MIFEE)는 약속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금융 기관은 식량 단지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사회와 시민 사회 단체는
산림과 지역 사회 토지를 산업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도네시아
원주민의 생계를 희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숲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는 원주민의
육체적, 영적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숲을 파괴하는 것은 원주민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식량 단지는 소규모 지역 식품 생산자에게 힘을 싣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그들의 지역 식품 패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