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총회 프로그램

Rinjani-Lombok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동남아시아 Lombok섬에 자리하고
있다.

Rinjani-Lombok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Lesser

Sunda섬

혹은

Kepulauan Nusa Teggara섬의 일부분으로써 서쪽으로는 Bali와 Lombok 해협,
동쪽으로는 Sumbawa와 Alas 해협 사이에 위치해 있다.
Rinjani-Lombok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5개의

지역(Lombok

Utara,

Lombok Timur, Lombak Barat, Lombok Tengah and Mataram City)을 포함
하고 있고, 면적은 2800㎢에 달한다. Rinjani-Lombok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아름답고 다양한 경치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가지 숲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초원
지대(사바나)부터 반낙엽 수림지역, 낮은 산악지역에는 상록수림과 열대상록수림이
있다.
섬은 지질학적으로 제4기(Quaternary) 컬크 알칼리(calc-alkaline)화산, 신생대
제3기(Oligo-Miocene) 화산암과 Neogene 관입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화
산체들은 Indian Ocean Plate가 South East Asia Plate으로 섭입하는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화산 복합체는 오래된 것과 젊은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래된 화산체는 서쪽으로 Mt.Punikan 과 Mt.Nangi이 있고, 동쪽으로
Mt. Sembalun이 있다. Mt. Rinjani는 해발 3726m 높이로 현재 화산체중에서 가
장 높다. Samalas 화산의 호수는 유성(meteoric) 및 열수(hydrothemal water)
의

물로

채워져

있고,

Segara

Anak이라고

불린다.

호수의

중앙에

Mt.

Rombongan 과 Mt. Barujari라 불리는 젊은 화산체가 솟아있다. 가장 어린 화산
체인 Mt Rinjani는 약 12000에서 6000년 전에 형성되었다. 두 개의 화산체인
Mt.Rombongan과 Mt.Barujar는 13 세기의 Samalas 와 Old Rinjani 화산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한다. 1257년의 Samalas 폭발은 커대한 호수를 만들었고
Kokok Putik에서의 화산쇄설류로 인해 Old Rinjani의 일부분을 붕괴시키는 원인
을 제공했다. 이 폭발은 전체의 풍경을 바꿨고, 또한 옛 문화를 매몰시키고 새로
운 문화시대의 시작이 만들게 되었다.

6차 APGN Symposium은 2019년 8월 31부터 9월 6까지 인도네시아 Rinjani
Lombok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National Geoparks과, Asia-Pacific 나라들과 Asia-Pacific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서 참가하게 될 것이다. 이 행사는 APGN 국가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
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West Nusa Tenggara 지방정부에 의해서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의 지질공원 운영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정부대표자들의
약 800명이 이 심포지엄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6차 APGN의 주제는 지속
적인 지역사회와 지질학적 위험요소 감소하기를 위한 “UNESCO Global Geoparks
Communities”에 초점을 두었고 5개의 관련 소주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 Empowering local socio-economic sustainable development
- Engaging Communities, geohazard risk and recovery
- Popularizing scientific knowledge for public education
- Promoting aspiring global geoparks
- Networking volcanic landscape global geoparks.
Asia-Pacific 나라들에서 온 참가자들은 창조적인,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자연유
산과 지질위험의 경감에 관한 지식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 코스는 화산 풍경과 Mount Rinjani에 의해 형성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포
함하고 있다. Lombok 지역의 대부분 땅은 오래되거나 또는 젊은 화산암으로 덮
여있다. Rinjani-Lombok Geopark 지역의 대부분 제4기 Rinjani 화산암에 의해
덮여있다. Mount Rinjani는 신성한 산이다. 왜냐하면 Lombok 섬이 우주의 중심
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Rinjani는 Lombok 섬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Lombok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산을 매우 사랑하고 신성시 여긴다.
트레일 코스에서 탐방객들은 몇 곳의 지방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명소를 방문할
것이다. 첫 번째 명소는 Kemaliq Pura Linsar인데, 이곳에는 샘물을 지키기 위
해서 힌두교(Balinese)와 회교(Sasak people) 사람들이 서로 함께 뭉쳤던 지역이
다. 두 민족은 생존을 위해

샘물을 지켜야 할 신

성한 장소라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매 1년 마다
두 종교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perang topat”라고 불리는 축하행사가 개최된
다. 두 번째 방문지역은 Aik Berik Village에 있
다. Aik Berik Village는 Kombok에서 물 침투
가 잘 되는 지하수지역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많은 샘물들과 폭포들이 있는데, 두개의 유명한
폭포들은 Benang Stokel과 Benang Kelambu이
다.

Benang

Kelambu와

Benang

Stokel은

Lombok의 열대 숲 안에 위치한다. 이 두 폭포들
을 보고 감상하기 위해서 도보로 두 시간이 소요
된다. Benang Kelambu 폭포는 그물 망처럼 보
이는 바위구멍에서 발원하는 폭포이다.

Rinjani와 그 주변들이 지질공원으로 이증된 이유들 중의 하나는 Lombok이 지
질위험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Sasak이라고 불리는 Lombok의
원주민들은 숲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역만의 지혜를 갖고 있다.
이 탐방에서 참가자들은 Gumantar와 Senaru에 있는 몇몇 지오사이트를 방문할
것이다.
Gumantar는 Sasak 민족의 전통건물을 비롯하여 현지 문화로 유명한 지오사이트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Lombok의 전통적인 집짓기는 대나무, 나무, 그리고 다
른 그 지역 주변의 자연적인 재료로 만
들어진다. 이러한 전통적인 집짓기는

지

진파와 직면할 때 대나무의 탄력성 때문
에 지진에 대한 내구성이 있다. 2018년
에 Lombok에 두 달 동안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Gumantar

전통마을

(Senaru)은 지진을 견뎌냈고,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 온 지진피해자들의 피난
처가 되기도 했다.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
오늘날 Lombok 사람들은 집짓는 공사
에 있어서 원주민의 지혜에 관심을 두고
있다.
Senaru는

또

다른

지오사이트로

Rinjani 산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 있다. 이곳 마을 주변을 둘러보는 soft 트레킹
과 Rinjani 트레킹 활동으로 등으로 인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Senaru라고 불
리는 전통마을에는 커피농장과 그들 자신의 독특한 지질학적 이야기가 있는 폭포
들이 있다.

Sembalun은 Rinjani-Lombok Geopark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오사이트 중의
하나이다. Sembalun은 Rinjani산 (지질공원의 중심) 으로 가는 길목중의 하나이
고, Rinjani 산의 정상에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이다. Sembalun은 고대 칼데라의
남은 잔류 부분이다. Sembalun은 지질공원내 Rinjani 산 옆에 있는 또 다른 젊
은 제4기 화산 복합체이다. Sembalun 화산체의 나이는 약 45만년으로 오래된 화
산중에 하나이다. Sembalun은 롬복의 가장 오래된 고대문명중 하나이며 오래전
Rinjani 화산분출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Sembalun은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비옥한 땅으로 유명하다. 2017년에 Sembalun은 세계의 가장 훌륭한 Halal
Honeymoon Destination(할랄 신혼여행지)로 상을 받았다.
Sembalun은 또한 2018년의 Lombok 지진의 가장 심한 영향을 받은 지역들 중
의 하나이다. 그러나 Sembalun의 사람들은 다시 빨리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Sembalun은 많은 지오사이트를 보
유하고 있는데, Desa Beleq Sembalun(7채로 이루어진 Sembalun의 전통 마을)
과 Sembalun의 마을을 둘러싼 고대 칼데라의 벽, 농업, 그리고 폭포들이다.

만찬은 Narmada 공원에서 9월 5일 열랄 예정이다. Narmada 공원은 지질학적
장소이고 또한 Rinjani-Lombok 공원의 문화적 장소이기도 하다. Narmada 공원
에는 크기 않은 샘이 있고 문화적 유산으로써 과거의 왕 Anak Agang이 칼데라
Samalas의 작은 모형으로써 이 공원을 만들었다. 왕(Anak Agang)은 늙어감에
따라 “Mulang Pekelom” 축하행사를 위해서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Lombok에서 하는 일종의 힌두교 행사) 더 이상 Rinjani를 걸을 수가 없었기 때
문에 작은 모형으로 이곳을 만들었다고 한다.

1. Aik Berik Unforgetable Rinjani Trekking (4D3N):3박4일
Rinjani 탐방은 Aik Berik Village(천개의 샘물들을 가진 마을)을 출발해
Pelawangan Aik Berik-Caldera lake –Lantan Village 까지
Fee: IDR 4.000.000(장비, 지역해설가, 짐운반, 식사, 입장료, 호텔 교통비 포함)
2. Being Sasakean Tour (2D1N):1박2일
이틀 동안 Sasak 부족이 되어보기. Sasak족은 Lombok 섬에 있는 원주민이다.
Lombok 동쪽에 지질공원들과 가까운 마을인 Tete Batu Village에서 열림
3. Gunning Tunak 일몰과 일출( Sunset & Sunrise) Tour (2D1N):1박2일
이국적인 해변과 Gunung Tunak Nature Park 내에 있는 남쪽 Lombok의
지역문화 탐방. 모든 지질탐방 패키지는 지역사회에서 운영한다.
Fee: IDR 2.500.000, (장비, 지역해설가, 입장료 그리고 교통비 포함)
4. Lombok 남쪽에 있는 해저화산 탐방(1D):당일코스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문화와 함께 같이 고대 화산을 탐험
Fee: IDR 1.500.000,-(지역 해설, 입장료, 교통비 포함)
5. Tambora & Satonda 섬 (3D2N)
Tambora 섬과 Satonda섬은 Sumbawa(Lombok섬 옆에 있는) 섬에 있는
Tambora 국가지질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1815년의 Tambora 분출은 현대에서 가장 큰 재앙중의 하나였다.
반면 Satonda 섬은 석회암을 포함하고 있는 고대 화산이다.
Fee: IDR: 6.500.000,-(왕복비행기편, 주도로가 아닌 곳의 교통, 홈스테이,
식사비, 교통편, 입장권 포함)

6. Komodo, Flores, Sumba & Timor Packages
Lesser sunda의 일부분인 이국적인

섬을 1일부터 4일 사이동안 탐사.

출발지는 Denpasar, Bali to Labuan bajo, Kombo 섬, Rinca, 그리고 Nusa
Tenggra 주변의 다른 섬들. 패키지에는 이미 교통편, 투어비, 호텔비 (for over
night package), 그리고 식사비 포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해.
7. Lombok Super Duper Packages
이 탐방은 여러분을 Lombok의 다른 쪽 Gilisudak과 Sasak로 데려간다.
2박 3일 그리고 3박4일도 가능. 호텔비, 선박비, 교통비, 해설비용, 스노클링.
기부금 포함
8. A walk to Remember in Ancient Caldera of Sembalun
이 탐방은 여러분을 Sembalun의 기막힌 고대 화산으로 데려간다.
1박2일 혹은 1일 여행이 가능. 여러분을 Sembalun에 있는 멋진 장소로 모실
것이고, 그 지역 농부의 하루생활을 해볼 것입니다.
9. Whale Shark Tourism (2D1N)
이 탐방은 스노클링과 다이빙, 그리고 배에서 야생 고래상어를 관찰하는 매력적
인

활동

Nusa Tenggara 서쪽에 있는 Salen Bay, Sumbawa섬에서의 고래상

어 여행. 고래상어를 100%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 패키지는 비행기 표는 제외

비행기로 Lombok에 가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배로 가는 방법은 Bali와
Surabaya를

통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Jakarta

(Soekarno-Hatta airport)를 거쳐 혹은 Surabaya(Juanda airport), 혹은 Bali(
Ngurah Rai Airport)를 거쳐서 오거나

Lombok 국제공항으로 직접 가는 비행

기 편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제

참가자들은

Jakarta에

있는(Soekarmo-Hatta

and

Halim

Perdana

Kusuma), Surabaya(Juanda) and Bali(Ngrah rai)를 거쳐 Lombok 국제공항으
로 들어갈 수 있다. Bali에서 Lombok까지 약 25분 소요되고 Surabaya에서
Lombok까지는 약 45분 정도 소요되고 Jakarta에서 Lombok 까지는 약 2시간
걸린다. Lombok 국제공항은 Lombok으로 가는 유일한 공항이다. Lombok 국제
공항은 Mataram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40km의 거리이고 Senggigi에서 자동차
로 약 1시간30분 걸린다. 그리고 Kuta(Mandalika Resort)에서 Lombok까지 자
동차로 25분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