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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

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

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社로 송달되며, 조

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

부 시‘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

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

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

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

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

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

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

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

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

(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

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

- 인도네시아 전국 20만 루피아 / 년 

우송료 (1부/1년)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 데뽁,보고르,땅그랑,끌라빠가딩,브까시 지역 : 20만 루피아/년 

- 족자,발리,바땀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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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인니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의 관계증진과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

서 발로 뛰며 공직자의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던 이선진 대사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

으로 떠났다.  “2006, 2007년 한-인니 정상간의 만남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차원 높

은 관계를 이끌어 내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해서 기뻤다”고 말하는 이선진 대사는 ‘안정된 한인사회

의 지지 없이는 힘들었을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그의 공적을 한인사회에 돌리는 겸손함도 잊지 않았다.

지난 5월 14일에는 각국의 많은 외교관들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니 관료들, 인니 언론인, 한

인회를 비롯한 교민들이 참여한 이선진 대사 이임 송별식이 거행됐다. 송별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

래기 위해 참석한 이들에게 일일이 환대하며 악수를 청하고 덕담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선진 대사

의 모습을 바라보는 참석자들의 모습엔 섭섭함과 아쉬움이 묻어났다.

이선진 대사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수실로 밤방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양국관계

증진의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직접 훈장을 수여받았다. 5월 27일 이선진 대사는 

한인회, 부인회 임원 등의 환대를 받으며 본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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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존경하는 재인니 동포 여러분”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된 이선진 대사는 이임에 앞서  “존

경하는 재인니 동포 여러분”을 시작으로 최근 한-인니 양국 관계의 변화를 동포 사

회에 보고하는 글 형태의 이임사를 남겼다.

이선진 대사는 양국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 뒤에는 항상 우리 동포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음을 밝히며 한-인니 관계, 대인니 한국투자 증대, 인니경제발전에 대한 

본국의 지원노력, 한-인니 문화교류 확대, 대인니 한인사회 이미지, 대교민 대사

관 업무개선 현황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그간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각의 교민들이 자신들의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생활해 주기를 바랬다.

  특히 이선진 대사는 한인사회에 대한 메시지로 “한-인니 양국관계

의 심화, 발전에 따라 주인니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커지고 활발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한인사회의 공동자산인 한국국제학교를 더욱 키워

나가기 위한 노력, 제2세대 교민들에 대한 배려, 동포사회의 문화활

동 활성화 등 한인사회의 활동영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이러한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성공적으

로 수행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을 남기며 한인회가 대내

외적으로 한인사회의 흔들리지 않는 구심점으로 남아 보다 번영되

고 아름다운 한인사회가 가꾸어지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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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한 버까시 한인회장(위)과
한인회장단(좌)

버까시 한인회 출범

버까시 지역의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버까시 한인회(회장 

김갑한)가 지난 4월 20일 출범했다. 버까시 한인회는 지난

달 한인회 발족 때까지 88회의 매월 정기모임을 이끌어왔

던 PT. 국동의 협력업체 모임인 구구회가 모태가 되어, 버

까시 지역의 점점 더 다양해지는 한인사회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한인회 설립 배경이 되었다.

버까시 한인회는 한인회 발족 후 전 한인회원이 한자리

에 모여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공식 첫 모임을 지난 5월 

18일 한림 바루 골프클럽에서 가졌다. 버까시 한인회원이 

참여하고 김경곤 봉재협회장, 보고르,반둥 한인회장, 대사

관 김형태 참사관 등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은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버까시 한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고문,감사 1인씩, 총무 2인으

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하고 있다.

버까시 한인회 문의 : 총무 송천우 / 0811-84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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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 인니 한국 부인회 에서는 지난 5월 13일 

Palm hill golf club에서 성황리에 골프대회 행사

를 가졌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부인회 회원들간

의 친목 단결을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와 주신 회원들

의 성의에도 감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친선 골프 대회 행사 참석인원 약 165명은, 여러분

께서 지원해 주신 성원과, 보내 주신 관심 덕분에 정

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부인회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기

꺼이 격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더 사랑 받는 부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 인니 한국부인회 임원 일동.   

재 인니 한국부인회 친선 골프 대회 개최

2008년 5월 13일 PALM HILL COUNTRY CLUB 

에서는 재인니한국부인회(이하 부인회)의 친선 골프

대회 밎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Handicap별로 적절히 팀을 구성한 부인회는 모든 

홀에서 Hole out game의 원칙을 세워 오랜만에 자기 

핸디를 다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를 가

지기도 했다.

이번 골프대회는 대회명답게 부인회 회원들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으며 상대방을 서로 배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또 이런 경기

를 통해 몰랐던 여러 가지 골프 룰과 매너를 배움으

로써 한국교민 부인들의 골프를 대하는 태도와 실력

이 한층 높이는데 주안점을 갖기도 했다.

골프대회가 끝나고 부인회 회원들은 한 자리에 모

여 부인회 발전과 아울러 한인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

한 총회를 갖고 많은 안건들에 대해 토의시간을 갖고 

이날 행사의 마지막으로 정성으로 출연한 행운 상품

들을 나누는 추첨 시간을 가졌다.
A: Winner 이경옥, First runner up 신은주 / B: Winner 이송

현, First runner up 이남순
Best Gross 김민선, Longest 전영자, Nearest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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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인니진출기업 위한 노무관리 세미나 개최

- 우리기업 100개사 참석, 기한부 고용계약 및 노동조합 관리 경청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

는 우리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12일 

자카르타 물리아호텔에서 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승민 변호사가 ‘기한부 고용계

약 및 아웃소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유의사항’ 을 강

연하였으며,  노동법 책자를 발간하는 등 기업현장에서 

다년간 노무관련 실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 LG Philips 

Displays의 방치영 부장이  ‘노동조합,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100명이 넘는 기업이 참석하여 강연

을 경청하고 질의응답을 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계약직 

직원과 노동조합 관리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자리였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지난해 5월1일부로 한국투

자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

는 우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법, 세법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기업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식제공의 장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번행사를 주관한 KOTRA 김병권 자카르타 무역관

장은 “KOTRA 무역관은 우리기업들을 위하여 항상 열

려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무역관

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

고 접촉해 주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전하며,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기업관련 법령 등 제도가 변경

될 경우, 현지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제

도를 소개하여, 우리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인회장단,
한인회 회칙 심도 깊게 논의

재인니한인회장단이 지난 5월 7일 한자리

에 모였다. 승은호 회장과 대부분의 부회장

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회장단은 최근 들

어 직종과 연령층이 다양해 지고 있는 한인

사회의 변화에 알맞는 한인회 회칙의 제고

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에 관한 심도있게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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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인니 최초 한국인 로타리 클럽 출범

 

좋다’라며 클럽예찬을 폈다.

 현재 수디르만 로타리클럽은 ‘사회공헌’, ‘자원봉사’ 라

는 클럽 기본 이념에 맞게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

되고 있는 땅그랑 소재 ‘밀알학교’와 끌라빠가딩 소재의 

‘다니엘 학교’에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

으며,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두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또한 타 로타리클럽과 연계하여 자

선기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타리 클럽이란
로타리클럽은 1905년 어린 시절 소도시에서 느꼈던 정겨움

을 전문인들로 구성된 클럽에서 재현해보고자 했던 변호사, 

폴 해리스에 의해 창립되었다. 로타리클럽은 성장과 더불어 

그 사명이 단순히 클럽 회원들의 직업적, 사회적 관심사를 충

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자원을 모으고 재능을 기부하기 시작

했다. 이와 같은 로타리의 이상은 ‘초아의 봉사’란 모토에 

잘 나타난다.

한편 2008-2009 년도 전세계 로타리 클럽 회장은 자랑스럽

게도 한국인 이동근씨가 맡게 되었다.

지난 4월 30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인 로타리클럽(공

식 명칭 ROTARY CLUB OF JAKARTA SUDIRMAN, 

District 3400, 이하 수디르만 로타리클럽)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5월 부터 클럽 발족을 준비하며 9월 

12일 첫 조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FINANCIAL CLUB 에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수디르만 로타리클럽은 현재 총 21인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회원은 주로 40대 중견 기업인이나 자영업자, 주재

원으로서 제조업, 무역업, 포워딩, 서비스업 등 그 직종도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수디르만 로타리클럽 초대 회장을 맡게 된 강영한씨

(PT. KH International)는 “로타리 클럽의 이념에 맞게 사

회봉사를 주된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인도네시

아의 타 로타리클럽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코리

언 이미지 메이커’의 역할도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클럽의 회원인 ‘장윤수’씨는 ‘매주 조찬 모임이 따

분할 것 같았지만, 매주 바뀌는 주제 강연을 듣고 때론 직

접 주어진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회원들간의 정보공

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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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을 원해요!
- LG 전자, 환경보호 캠페인 그림경연대회 열어

지난 4월 LG 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인니 초등학생 

50여명을 초청하여 ‘Save Energy, Save World’라는 

주제의 환경 캠페인 그림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다소 

어려운 주제였지만 학생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해, 오염, 쓰례기 줍기 등의 내용에서 부터 , 

온실효과에 의한 재앙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얀도화

지 위헤 크래파스로 색색이 칠해갔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사업 정착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워크샵이 지난 5월 11일부

터 양일간 한국중소기업청 주최로 자카르타에서 개최되

었다. 양일간 크게 3개 세션(한-인니 투자협력방안, 한-인

니 중소기업협력방안, 인도네시아 진출한국기업의 성공전

략)으로 구성된 워크샵에는 약 100여명의 한,인니 중소기

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본 워크샵에 큰 관심을 보이고 패널로 참석한 인니 

중소기업부, 상공회의소, 무역부, 투자조정청 관계자들은 

자국의 중소기업정책과 외국인을 위한 투자정책 또한 인

니중소기업의 한국진출 전략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현재 5천5백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인도

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기초 경제의 토대역할을 하고 있

다고 전하고 한국의 중소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맺기 위

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KOTRA의 복덕규 차장은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

른 FTA 내용의 기본적 구조 정리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대

응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중진공의 박길원 소장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을 위해 중진공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고, 인도네시아 외자기업들의 노무/

세무 관리에 대한 한태기 전문가의 교육강의가 이어졌다.

이틀 동안 이어진 워크샵은 그 내용으로 본다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양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 방안

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급변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적절

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로도 중진공에서

는  현지 진출 한국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과 발

전 촉진을 위해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

져주길 바란다.

현지 진출 한국중소기업위한 교육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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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신임이사 및 운영위원 선임

6월 1일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최종식(PT. Korin 

Abadi Multi Usaha 대표이사)씨를 한인회 이사로, 양시

완(PT. Sky Trading Int'l 대표이사), 김동현(PT. Hee Jung 

Indonesia 대표이사)씨를 신임 운영위원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최송식 이사와 양시완, 김동현 운영위원은 최근 

들어 직종이 다양해지고 젊은 층이 두터워 지고 있는 한

인사회의 변화에 맞게 한인사회 대표단체인 한인회 일원

으로서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게 됐다.

신임이사 및 운영위원
성명 회사명

최종식 이사 PT. Korin Abadi Multi Usaha

양시완 운영위원 PT. Sky Trading Int'l

김동현 운영위원 PT. Hee Jung Indonesia

최종식 신임이사            양시완 신임운영위원        김동현 신임운영위원

JIKS 찾아온 구강검진 서비스

싶었다고 한다. 본인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치과 공

중보건의로 경북 경산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휴

가차 자카르타를 오게 되어 구강검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번 구강검진은 검진의 특성상 장비가 필요 없

고, 일단 본인에게 충치가 몇 개인지, 전문가 상담이 필

요한지 등을 검진해서 결

과를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강검진

은 JIKS초등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에 대한 처리는 학교

보건실에서 검진카드 형

식으로 학생들에게 안내

하였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에서 5월 7일, 8일 

양일간 구강검진이 있었다. 이 구강검진은 본교 제1회 

졸업생인 구본재씨가 본교에 메일을 보냄으로써 성사

되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생각하며 치료까지는 아

니더라도 성장기때 치아에 대한 검사만이라도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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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기계장비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 열려
- 한국-인도네시아 섬유기업간 Match-making 행사 -

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KITC 김평순 소장은 '섬유기술 및 

섬유기계라는 단일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전시상

담회, MOU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과 인도네시아 섬유기업

간의 사업거래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양국가간 섬유

산업 협력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인니 섬

유업체에게는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 고품질의 한국

산 섬유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며, 전시상담회에 직

접 부스참여한 한국섬유기계장비 업체에게는 거대 인도네

시아 신시장 개척, 판로 모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TC는 한국과 인니간 기술협력을 위하여 한국생산기

술연구원과 인니 산업부간 기술협약에 따라 2006년 2월 

설립되었다. 설립이후 KITC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기술연수, 기술컨설팅, 기술지원, 세미나, 워크샵, 전

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

과 인도네시아 양국가간,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섬유기업간 거래증진 및 협력강화

를 위한 섬유기계장비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가 한-인도네

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KITC : Korea-Indonesia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주최로 5월 28일 자

카르타 Sari Pan Pacific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행사는 

인니 정부(산업부)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국 섬

유산업 회생정책(노후회된 섬유 기계장비 및 설비 교체사

업)과의 연계차원에서 계획되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인도네시아 산업부(DEPRIN) 및 인도네시아 섬

유협회(API)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행사는 세미나, 전시상담회, 한국-인도네시아 

섬유기술협력 협약체결 등 모두 3가지로 진행되었다.  

KITECH 섬유소재본부 변성원 본부장은 "선진국 위주의 

세계 섬유기계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주요 섬유국가간의 전략적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인니 산업부 Ansari Bukhari 

차관은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차지하는 섬유산업의 중요

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섬유산업 회생정책을 강조'하면

서 향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강화를 피력

하였다. 

 28일 부터 29일 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전시상담회에는 

인니 섬유협회 회원사 및 기타 현지 섬유기업, 섬유관련 한

국 진출기업 및 교민기업 등에서 대거 방문하여 한국 섬유

기계장비 제조업체와의 활발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전시상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에

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과 인도네시아 섬유연

구소(BBT)간에 섬유기술협력에 관한 협약체결(MOU)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한국-인도네시아간 섬유분야 협력

* 문의처
KITC : 김평순 소장
Tel (62) 21 526 6801, 6803, 6804 / Fax (62) 21 526 6849
E-mail : kitc_jakarta@yahoo.com



한-印尼 산림포럼 개최
      - 산림 통해, 에너지 자원 확보와 지구온난화 방지 

조림투자협력, 기후변화 대응 신규조림 및 재조림(A/R) 청

정개발체제(CDM), 열대 산림자원 연구협력, 바이오에너

지 조림투자 등은 참으로 주요하고 시의 적절한 논의”라

고 강조했다.

이 포럼에는 기존의 진출기업은 물론 20개 신규 투자기

업들이 참여, 인도네시아의 산림부, 국영기업, 학계와 투자

촉진정책, 투자환경개선, 투자자 보호 등 실질적인 투자 개

선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한국 기업으로는 1998년부터 인도네시아 팜오일 조

림에 투자해온 코린도 그룹을 포함해 무림페이퍼, 이건산

업, 태영글로벌,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삼탄 등이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조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A/R 

CDM, 바이오에너지 조림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

한편 하 청장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에서 새로운 

산림자원 투자대상국으로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과 캄보디

아도 방문, 100만ha 해외조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

한 산림외교를 계속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열린 제2회 한.인니 산림

포럼에 참가해, 50만ha 조림투자기업 지원과 기후변화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인니 임업협력 증진센터 및 운영위원

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임업 협력증진 

양해각서(MOU)’와 조림 및 육림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열대

림 공동연구와 시험림 조성 MOU’를 체결했다.

산림청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회 한.인니 산림포

럼’을 열고, 지난 2006년에 체결된 한.인니 50만ha 조림투자 협

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와 2007년 12월에 발리에

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에서 논의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

안 마련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산림청(하영제 청장)이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본격적인 

해외 조림 외교에 나섰다. 하 청장은 29일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서 열린 제2회 ‘한-인니 산림포럼’에 참가, 인도네시

아 산림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 투자사업 후속조치와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와 50만ha 

조림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 청사에서 열린 포럼에는 하영제 산

림청장, M.S, 까반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의 관계 공무원, 산림자원 투자기업, 학계 등 100여명이 참

가했다.

까반 장관은 개막사에서 “지난해 춘천에서 열린 제1회 

한-인니 산림포럼에 이어 열린 이번 자카르타 포럼이 양

국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

고 이어 하영제 청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에

너지 자원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산림

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포럼 의제인 인도네시아 50만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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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연 5천명 교육가능한 ICT 교육센터 무상지원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전담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

력단(KOICA)은 5월 7일, 버카시 자바베카 공단내 사업현

장에서 주인니 이선진 대사, Mohammad NUH 인니 정보통

신부 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 ICT 교육

센터 착공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은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인니 무상원조사업 중 최대규모로 인니 정부가 부담하는 

7,600여평 규모의 부지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00만

불 규모이며 이중 890만불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지원된다. 

인니 정부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67% 이상의 정보통

신서비스 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더 나아가 

IC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자원개발(HRD)을 통하

여 금년까지 4만 명의 ICT 관리 및 교육전문가를 교육시키

고 2010년까지 60만 명의 ICT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ICT 교육센터는 무선통신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니의  ICT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ICT 고급인력 양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버카시 지역은 인니 정부가 선

정한 주요 개발지역으로 대규모의 산업공단이 인접하게 됨

에 따라 동 ICT 교육센터는 공단내 ICT 분야 종사자를 주요 

교육대상자로 운영될 예정이며, 또한 학생, 주민, 공무원 등

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도 개설하여 다양한 수혜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된다. 

ICT 교육센터의 강의장은 동시 4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데

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등의 IT 핵심 분야 과정을 교육하는 

5개의 IT 전문 교육장과 일반인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

는 4개의 기본 컴퓨터 강의장, 중소규모의 강의장, 컨벤션 

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실습실에 최첨단 교육용 실습

서버와 교과과정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교육 장비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최초의 온라인 

교육과정도 시범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대외적인 온라인 e-learning 서비스를 위한 발판

을 마련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측은 2009년 개원 예정인 동 ICT 교육센터

를 ‘ICT 교육모델’로 선정하여 IC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 금번 사업 지원을 통

하여 연간 5천여명의 훈련생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게 되

며 이를 통해 향후 인도네시아 전 지역으로 IT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게 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IT 인력양성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버카시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

라 기업들에게도 우수한 IT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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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지역에 550ha 규모의 망그로브 숲 복원 등을 포함하

여 지금까지 총 1,800만불이 지원되었고, 금번 준공식을 

갖게 된 아체 친선병원 및 시범학교는 총 사업비 910만불

규모이다.

한-인니 친선병원은 총 100병상, 5,000㎡ 규모로 최신 

수술실, 임상실험실 등 아체주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바랏다야 및 나간라야에 지원된 시범학교는 바

랏다야 군과 나간라야 군에 총7개 학교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학교에는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 실습실 등 각종 교

육기자재가 함께 지원되었고, 학교운영 인력에 대한 국내

초청연수 등을 통하여 향후 동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을 통

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

회.경제발전을 위하여 연수생초청, 프로젝트, 개발조사, 

봉사단파견, 전문가파견, 재난복구 등 우리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를 전담수행하는 기관으로 쓰나미 피해복구 지

원 이외에도 지난 2005년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발생시 

긴급 의료팀 파견 등을 포함한 200만불 규모의 긴급구호 

등 재난복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인니 기술문

화협력센터 건립, 한-인니 ICT 교육센터 건립, 산림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 등 프로젝트형 사업 및 연간 

200여명 규모의 연수생초청, 100여명 규모의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지원 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체 지역에 병원 및 학교 인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5월 22일, 아체 친선병원 및 

시범학교 준공식을 아체 바랏다야군 친선병원 현장에서 

주인니한국대사관 안명수 공사, KOICA 인도네시아사무

소 이종선 소장, Irwandi Yusuf 아체 주지사, 아체-니아스 

재건복구청(BRR)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우리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

해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재건복구를 위해 지원한 사업 

중의 하나로  금번 준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가게 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쓰나미 발생이후 자카르타에

서 개최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쓰나미 피해국가에 

5,000만불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이중 인도네시아에는 재

난발생 초기 긴급 구호물자 지원 및 의료단 파견, 반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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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링컨처럼 해라’ 출판기념회 열려
- 저자 이상기씨, 복수의 길을 찾는 과정이 곧 인생의 과정 

지난 5월 30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는 자카르

타한국국제학교의 한 교사의 책 발행을 기념하는 출판기

념식 있었다. 기념식의 주인공은 지난해까지 본지 <한인 

뉴스>에 ‘속담 뒤집기’, ‘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등을 연재해 교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상기(현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국어과 교사)씨다. 그는 그간 기고한 

글들을 모으고 간추려서 ‘복수, 링컨처럼 해라’(284쪽, 출

판사/Good Book)를 펴낸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그의 책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교민들이 

모였다.

교사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복수'라는 일관된 내용

으로 글을 엮어간 이상기씨는 "복수하는 것을 성공했다

고 하여 자만할 것도 아니요, 패배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

도 아니다"고 딱 잘라 말한다. 그는 책을 통해 '어쩌면 진

정한 복수는 자신이 자신을 극복하는데 있지 않을까'라는 

고뇌 묻어 나는 화두를 던진다. 4월 첫 출간이후 금새 한국

의 많은 독자들을 확보한 그의 책 '복수,링컨처럼 해라'는 

한국의 유명 대형서점에서 독립적인 코너를 준비할 만큼 

그  인기를 끌고 있다.

출판기념식은 주변의 많은 지인들로부터의 축사와, 시 

낭독, 방송반 학생들의 사랑담긴 축하 메시지 등으로 그의 

잔치만이 아닌 전 교민의 잔치로 승화됐다.  출판사로 부

터 그의 글을 출판하겠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을때 출판

사측이 무안할 정도로 무뚝뚝하고 별 관심없는 태도를 보

였다지만 수화기를 내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감춰

진 이야기가 화자되는 그는 출판회에서도 특유의 무뚝뚝

한 표정이었지만 출판기념식을 끝내고 귀가후 주변의 고

마움에 남몰래 덩실 춤을 추지않았나 생각해본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입니다. 지난 5월 30일 JIKS  대강당에서 열린 저

의 <복수, 링컨처럼 해라> 출판기념회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책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신 PT. PRAT ABADI 서영률 회

장님, 평통의 김광현 회장님, 행사가 원만하도록 살펴주신 전호신 교장 선

생님과 재단 정무웅 부이사장님, 김일영 행정국장님과 강주미, 박진석 선

생님, 멋진 플래카드를 만들어주신 우진 선생님,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행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신 오현주 선생님, 시를 멋지게 낭송해

주신 사공경, 서동욱 선생님, 학부모 대표로 졸시 찔레꽃을 낭송해주신 김

이화님, 향이 참 좋아요, 꽃다발을 주신 양미숙 선생님, 축가 멋있더라 태

현이, 분에 넘친 축사를 해준 한이, 대학 잘 갈 거야, 반주를 아주 잘해준 수

진이, 축가연주를 맡아준 예인이, 무엇보다 잔치에서 풍성해야하는 음식

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없는지 마음 써주신 학부모님들, 시간

을 쪼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 사물놀이팀, 진짜 잘하던데. 사랑한다. 

멋진 영상을 꾸며 준 방송반, 축하메시지를 성우처럼 낭독하신 김재윤 선

생님, 목소리 참 부럽습니다. 털털한 입담으로 좌중을 사로잡으셨던 신원

철 동문회 고문님, 이재형, 이종국, 홍권표, 조영선, 공돌영 선후배님, 처음

부터 끝까지 노심초사한 오삼균 후배 내외, 김훈 사장님 내외, 그리고 국어

과, 12학년부,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살펴주신 많은 선생님들........ 고마움

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인뉴스의 김재민, 김영민 선생님, 광고, 감사

합니다. 신경 써 주신 K-TV  박영수 사장님, 한국부인회 여러분, 사랑하는 

12학년 학생들 모두모두 고맙구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지 않니? 그밖에 

먼 길을 마다 않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학부모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시

진 못했어도 마음만은 이미 충분히 고마우신 친지며 이웃. 

그 고마운 마음을 언제까지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더 좋은 글을 쓰라는 격려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2008년 6월 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상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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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국경을 뛰어넘은 끈끈한 해병대 전우애

인니 해병대 사령관,
한국해병대 前사령관에 명애 사령관직 수여

한국 해병대 前사령관이 인니 해병대로부터 명예사령

관을 수여받았다.

지난 5월 7일 찔란닥에 위치한 인니 해병대 사령부에서

는 지난 2월 28일 한국해병대 사령관으로 전역한 이상로 

한국 해병대 前사령관을 사열과 예포로 맞이하였다.

이날 환대를 한 인도네시아 해병대들의 모습 속에서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전우애와 형제애로 똘똘뭉친 

해병대’라는 한국 해병대의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

었다.

화려한 환대를 받은 이상로 前사령관은 바로 현역 인니

해병대 사령관인 Djunaidi Dhahri로부터 인도네시아 해병

대 명예사령관직을 수여받았다. Djunaidi Dhahri 사령관은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애국 사명감으로 국가를 수호하

는 한국해병대의 정신이 곧 인도네시아 해병대의 정신과 

같다며, 보다 강한 동질감을 통한 해병대 정신과 정보의 공

유로 국가수호를 위해 힘써나가자”고 전하였다. 이에 명애

사령관직을 수여 받은 이상로 前사령관은 인니해병대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하

는데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특히 1999년 6월 25일 발족된 재인니 한국해병전

우회 회원들도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해병대와의 끈끈한 

연대감을 표시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재인니한국해병전

우회 참석자 : 김진우 전우회장/PT. SKB 회장, 백세민/국

동 인터네셔널 법인장, 공영길 전우회 부회장, 박귀인/PT. 

보성 사장, 박재환 총무/호자 인도네시아 대표)

백세민 해병전우회원은 "최대의 국빈대우를 받은 이상

로 前사령관만큼 우리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전하

고 "현재 총 46명의 회원을 둔 전우회는 앞으로 한국-인니 

사이의 관계증진을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

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존경하는 재인니 동포 여러분,

러한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한-인니 양국관계에서 경제 협력 분야가 가장 빠른 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인니 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

습니다. 인니 투자청 통계에 의하면, 07년도 한국의 투자

는 실현 기준으로 6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3년 전인 04년도 6,300만 달러에 비해 10배 증가한 금액입

니다. 한국은 인니의 3번째 큰 투자국(작년기준)입니다.

둘째, 우리의 주종 투자분야인 봉제, 완구, 가발 등 노동

집약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6~07년 동안 봉

제, 완구, 가발 등 분야에서 50건 이상의 신규 투자가 발생

하였고, 기존 투자자들도 계속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니는 현 단계에서 베트남보다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이 불리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니에 진출하는 업

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대사관은 베트남에 비하여 불

리한 노동 조건을 인니 요로에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투자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산업 및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괄목할 정도로 성

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7년도 부문별 투자 규모는, 

기계 및 전자 산업에 3억 5,900만 달러, 화학 및 제약 산업

에 1억 2,000만 달러, 섬유 산업에 5,300만 달러입니다.

넷째, 조림, bio-energy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

고 있습니다.  06년 양국 정부는 500,000 헥타 규모의 조림

에 관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인니 정부측이 500,000 

면적의 조림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

들에 의하여 24만 헥타 상당의 조림지에 대하여 인허가 신

청 및 합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4만 헥타에 대해서

는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30년간의 원전 운영경험 및 기술축적

을 바탕으로  인니의 원자력발전소 사업(2017년까지 2기 

저는 지난 2005.6월초 부임해온 이래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이제 자카르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임사를 준

비하면서 동포 사회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만으로

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인니 

양국 관계의 변화를 동포 사회에 보고하는 글로 이임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양국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 뒤에는 항상 동포 여러분

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동포여러분에 대한 무한

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한 . 인니,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한. 인니 양국은 06. 12 노무현 대통령의 인니 방문, 작

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 차원 높

은 단계로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소 전문적인 외

교 용어입니다만,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다

방면에 걸쳐 질적 . 양적 발전을 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인니는 이제까지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불과 6개국과 이러한 관계를 맺었을 뿐입니다. 인니가 

한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대

목입니다.

2. 한국 투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 4월 200 명에 가까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인니에 파견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니의 중요성을 

차츰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년 한 해는 양국 관계 

역사상 가장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분

야에서의 교류가 가장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여 주었습

니다. 이러한 양국간 활발한 경제협력을 반영, 지난 4월 자

카르타에서 매일 경제사가 주관하는 “인니-한국 경제 포

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동 신문사는 지난 몇 년간 중국, 인

도, 베트남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관심 지역만 찾아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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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목표)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산협력 분야에 있

어서도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등 장점을 바탕으로 장갑차 

공동개발 등 제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인니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87년-07년간 2억5천만불 이상의 대인니 대외경제협

력기금(EDCF) 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 특히 06.12월 우리 

대통령의 인니방문시 인니를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 

매년 1억불씩 09년까지 총 4억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DCF 사업은 최신 병원 건설 및 의료 지원 등 인도적 

복지 사업은 물론 도로건설, 직업훈련원, 실업교육 등 인니

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해 왔으며, 향후 인니의 중장기 발

전을 지원할 수 있는 IT, 인프라 분야 등에 중점 지원해 나

갈 예정입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400만불 규모이던 KOICA 무상원

조도 대폭 확대하여 2005년 이후 3년간 총 3,860만불을 인

도네시아에 지원하여 양국 우호관계 증진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체 쓰나미 및 족자 지진 피

해 복구 지원을 위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으며, 긴급 복구장비 및 물자 지원, 7개 학교 

및 100병상 규모 병원 건립 등을 위해 총 2,000만불을 지

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총 600여명의 인도네시아 정부 공

무원을 한국에 초청하여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임업, 의료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연수를 통해 인니 정부의 역

량 강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양국간 인적교류 및 관련분야 기술전수를 위해 컴

퓨터, 유아교육, 한국어교육, 간호 등 분야에 연 90여명의 

한국의 해외봉사단을 인도네시아 대학 및 중고등학교, 주

정부 및 지방 군청 등에 파견하였습니다.

4.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니에서는 한국학(어)과 학위과정 설치 및 한국

어 강좌가 증대되는 등 한국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

다. 06. 8 인니국립대학에 4년제 한국어학과가 인니에서는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07년에는 가자마다 대학

교에도 학위과정의 한국학(어)과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디포네고로 대학 등 일부 지방 국립대에서도 한국학 센터 

설치 및 한국어 강좌 운영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인

니 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06년부터 매년 大使盃 전국태

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07. 

7 한국 방문 시 명예 9단증을 받은 바 있고, 유수프 칼라 부

통령도 06년 대사 배 태권도 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큰 관

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11월에는 인니 국가 대

표 태권도(20명) 및 양궁 팀(10명)이 최초로 한국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되어 민

간부분 외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07년 양국 간 

문화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금년 5월중 제1차 문화공동

위원회가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이 정

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될 것입니다.

5. “경제 위기 때 한국인들은 우리와 어려
움을 같이 하였다.”(유도요노 대통령)

한인 동포사회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여론의 호의

적인 평가는 우리 동포사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유도요

노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인니의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은 우리와 어려움을 함께 하였다”고 표현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05.12월 유도요노 대통령의 APEC 정상회

의 계기 방한 및 금년 2월 깔라 부통령의 방한시, 양 지도

자 공히 승은호 한인회장 주최 조.만찬에 참석하여, 인니 

주재 우리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

였습니다. 이는 외교의전상으로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

는 것으로 재인니 한인 동포사회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것

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인니 정부와 언론에서도 우리 한인사회가 인니 제

1의 외국인 커뮤니티이자 1200개의 기업이 50만명의 인니

인을 고용하고 있을뿐더러, 06.5월 족자 지진때 사례처럼 

한인사회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인니의 고통을 분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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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 교민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교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개선사

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니 국적자 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 제도 개선

작년 3월부터 대사관은 인니국적을 취득하신 동포들에

게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

니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1년간 

유효한 일반복수 사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인니인에 대한 복수사증 제도

현지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을 수시로 방문하는 인니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복

수사증을 발급키로 하였습니다. (요건은 대사관 문의 요망)

(3) 여권발급 제도상 개선 사항

2005년말부터 e-consl 전산시스템을 본부와 연결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권 발급기간이 과거 4~5일에서 평균 3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능이 보다 개선

된 전자여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 도입 후에도 

현재 쓰고 계신 여권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사담당자 증원 및 순회영사 확대실시

과거 1명 내지 2명이던 주 인도네시아 영사가 2003년

부터 3인으로 증원되었으며, 작년 4월에는 민원응대 및 서

류발급 속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2명의 영사전담 행정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영사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종전에 연 3-4회 실시하던 

지역별 순회영사를 작년에는 12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도 수라바야, 반둥, 발리, 스마랑, 바탐, 보고르, 수카부미 

등 다수 교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15회 순회영사가 계

획되어 있습니다.

(5) 영사협력원 제도 시행

우리 대사관에서는 작년 3월부로 발리 및 수라바야에 

각각 1인의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긴급한 사건 . 사고 발

생시 영사와의 협의에 따라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사건 . 사고 대응체제

이른바 지질학적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네시

아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각 지역 한인단체 및 원격지 거주동포를 중심

으로 1 . 2차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교민 피해상황을 가급적 

신속히 파악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시 피해상황 

제보 등 동포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지역 경제활동 지원

교민 여러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경

제활동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세미나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무, 세무, 통관 등 교민 여

러분의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자카르타, 수라바야, 

스마랑 등 교민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 각 지역으로 경

제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우리의 진정한 이

웃으로 만듭시다.”

한-인니 양국관계의 심화․발전에 따라 주인니 한인 동

포사회가 더욱 커지고 활발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만들기 위

한 노력, 한인사회의 공동자산인 한국국제학교를 더욱 키

워나가기 위한 노력, 제2세대 교민들에 대한 배려, 동포사

회의 문화활동 활성화 등 한인사회의 활동영역이 더욱 커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이러

한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진

심으로 기대합니다.

동포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떠납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사업마

다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2008. 5

주인도네시아 대사 이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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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시골 할머님 댁에 갔다가 초가 지붕 위로 동그란 

박이 익어가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과일이 있습니

다. 키가 큰 나무의 꼭대기에서 올망졸망 서로 어울려 맺혀 

있는 끌라빠가 바로 그 것입니다.

혼자서 달랑 매달려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몇이 어울

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는 모양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다칠까 염려하며 서

로 단단히 붙어서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

는 과일입니다. 

상하(常夏)의 땅에 발을 딛기 전부터 끌라빠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과일 입니다. 열대의 대지를 연상하면 제일 먼

저 끌라빠 과일의 꼭지를 칼로 쳐 내고 빨대를 꽂아 빨아 먹

는 모습을 떠 올리게 됩니다. 그냥 밋밋한 맛에 갈증을 없애 

주는 남국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하는 끌라빠 입니다.  

끌라빠의 학명은 Cocos nucifera입니다. 식물학적인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Magnoliophyta), 외떡

잎식물강(Liliopsida), 야자나무목(Arecales), 야자나무과

(Arecaceae)입니다. 야자나무과의 식물들 중에는 한의학

에서 대표적인 약재로 쓰이고 있는 빈랑, 대복피등이 속

해 있습니다. 빈랑은 살충 및 구충의 효과가 있고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대복피는 지사작용 및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양초나 구두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카루나우바야자, 식용의 팜유

를 그 성분으로 하고 있는 기름야자도 이 야자나무과에 속

하는 식물들입니다. 끌라빠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

트남, 미얀마등의 동남아시아를 그 기원지로 보고 있으며, 

이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전해져 지금은 열

대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과

일입니다. 영어권나라에서는 Coconut이라 부르며, 프랑스

에서는 Cocotier, 자바 사람들은 Kambil, 인도네시아에서는 

Nyiur라고 부르거나 보통은 알려진 데로 흔히 Kelap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끌라빠는 그 나무의 키가 10-14m에 달하며 아주 크게 

자란 나무는30m인 경우도 있습니다. 잎의 길이는 2-4m 정

도이며 간혹 6m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끌라빠 나무는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긴 자기 몸통을 유지하며 그 끝에 나

뭇잎과 열매를 맺는데 만 힘을 쏟는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집중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뿌리를 내렸으면 오로지 하늘

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갈 뿐입니다. 끌라빠 나무의 겉껍질

을 가만히 만져보면 참으로 집중력이 강한 식물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단단해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영양물질과 물이 절대로 밖으로는 새나가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끌라빠의 열

매가 아주 알차게 열릴 수 있도록 돕는가 봅니다.

끌라빠는 둥글거나 조금은 타원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겉이 초록색을 띄며 그 안에는 결이 있는 연한 나무 색의 단

단하고 두꺼운 껍질이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의 꼭대기를 

벗겨내고 그 안을 보면 하얀색의 과육이 내피를 감싸고 있

열대의 목마름을 달래주는 과일

끌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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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안을 꽉 채운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얀색의 과육

은 우유 빛의 부드러운 질을 가지고 있어서 씹어 먹으면 조

금은 졸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그 안의 물은 처

음 먹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약간 밋밋한 맛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나 오래 즐겨 먹다 보면 조금씩 그 특유의 단 맛을 

느끼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끌라빠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미가 한(寒) 무독

(無毒)하며, 감(甘)하며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족소음신

경(足少陰腎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수소양삼초

경(手少陽三焦經)으로 들어가 하기관중(下氣․中), 행수소

종(行水消腫), 청열해독(淸熱解毒), 생진윤조(生津潤燥), 살

충(殺蟲), 파적(破積)하는 효능이 있어 중초에 쌓인 무형의 

적을 파하고 기를 소통시키며, 상중하 삼초의 대사 순환을 

원활하게 하니 행기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열을 내리고 진액의 흐름을 도우니 해독, 소종, 윤조를 

요하는 치료에 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

經)의 두 경락을 순행하며, 한의학적 중요 기전인 수화(水

火)의 기능을 조절해 주니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으

로 하여금 소변의 배출을 통한 인체 내 한열의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끌라빠를 생활의 음료수로 즐겨 

마십니다. 끌라빠 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쌓아놓고 지

하여 인도네시아 어디서나 사랑을 받는 과일이 바로 끌라

빠입니다.   

코코넛 우유 빛 과육에는 탄수화물, 당, 단백질, 지방뿐

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의 영양 간식, 아니 식사 대용으로도 정말 좋은 과일

로 꼽을 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만드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이 14mg, 마그네슘 32mg, 인 

113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비타민C가 3.3mg, 비타민 

B2가 0.02mg, 비타민 B3가 0.54mg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 

조직의 재생과 당질의 대사를 돕고 있습니다. 

끌라빠는 그 과일의 쓰임새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사람

들의 ‘삶의 나무’라 불릴 만큼 생활의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껍질은 바닷물에 매우 강한 섬유

인 Coir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밧줄, 바구니, 방석, 빗자

루 등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으며, 커다란 나뭇잎은 지붕을 

덮으며 모자, 매트 등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끌

라빠 꽃이 붙은 자리에서 새콤달콤한 물을 내는데, 이것을 

채취하여 통에 넣어두면 열대지방의 고온으로 자연 발효하

여 1주일이 채 안 되어 알코올 5% 정도의 술이 됩니다. 이

것을 toddy라고 하며, 설탕, 식초, 술 등을 만드는데 사용합

니다. 여담으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 약으로 끌라빠가 쓰였다는 것은 유명한 에피소

드로 남아있습니다.  

끌라빠는 보통 연한 초록빛의 껍질을 띈 것이 좋으며, 아

주 익은 것보다는 ‘끌라빠 무다’라고 불리는 것이 달고 맛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끌라빠로 과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음료수, 음식의 재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가한 골목길을 지나다 보니 노점에 끌라빠를 가득 쌓

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듯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에, 잠시 고개를 돌려 7,000루피아를 주고 묵직한 

한 통을 차에 실었습니다.

겉 껍질을 벗겨내고 칼 등으로 딱딱 힘겹게 쳐서 뚜껑을 

열고 나니 물이 한 번 쏟아져 내리고 이내 하얀 속 살과 맑은 

물이 보입니다. 물은 얼른 담아서 유리병에 넣어 놓고, 숟가

락을 잡아 하얀 살을 벗겨내서 먹어보니 참으로 졸깃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 나갑니다.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

kang.4333@gmail.com / 021-7278-7410

나가는 사람들의 손길

을 끌어 당깁니다. 가

장 바깥 쪽 껍질을 

벗기고 단단한 껍질

을 쳐내고 난 후 얼음

과 시럽을 섞어 빨대

와 긴 숟가락을 꽂

아주면 빨대로는 

그 안의 물을 마

시고 숟가락으

로는 과육을 긁

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다 먹고 나면 목

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참

으로 든든한 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영양을 보충해 

주고, 임산부들에게는 배 속의 

아이를 튼튼히 키워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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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kie D. Sugiarto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위원회장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대표

인터뷰 이사람

Q 용키(Jongkie)씨라고 하면 웬만한 한인 상공인이면 알 

정도로 한인사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에 대

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1990년부터 한국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한국 현대자

동차(이하 현대)가 처음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위해 방문

했을 때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현대를 방문했

고 그때 현대측은 지금 ‘가나다 플랜’으로 바쁜 와중이었

습니다. 그때 대우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비만따라 그룹과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투자를 원한다는 내용의 MOU를 맺

었죠. 하지만 대우의 대주주였던 GM이 대우의 인도네시

아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우는 자동

차 부문 투자를 취소하고 전자 부문 투자를 제안 했습니

다. 한국의 인니 투자가 궁극적 목적이었던 비만따라 그룹

은 전자 부문 투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1991년 

MOU를 다시 맺었지만 대우자체적인 경영문제가 돌출되

었습니다. 다시 대우는 이 프로제트의 연기를 요청했고 그

때 즉 93, 94년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의 문을 두드리

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현대에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해 제

안을 했고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94년 현대와 투자동의 협정을 체결하고 마침내 95년 현

대차 엘란트라를 인도네시아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

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하고 첫 시판은 매우 성공적이

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차보다 값싸고 성능이 뛰어나

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1996년 기아 자동차와 협력으

로 국민차-Timor 개발을 시도했지만 1998년 IMF 경제

위기로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

제위기 전 1997년 현대는 인도네시아 투자할 결정하고 

저희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PT. Bimantara 

Hyundai Mobil Indonesia 설립 동의서 체결되게 되었습니

다. 하지만 몇 달 후 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닥쳐 회사의 

대표로서 3억 달러라는 거대한 프로젝 프로젝트를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측은 프로젝트 취소에 대해 실망

하였지만 97년 말 한국에도 경제위기가 옴으로써 한국측

에서도 프로젝트 철회는 잘 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더군

요. 그 후 2,3년 이 지난 2001년쯤 경제위기가 지나가고 저

희는 저희 차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1/4분기 비석유제품 한-인니 교역 통

계를 보면 한국은 인니의 수출대상국 6위

(12억1천만불), 수입대상국 역시 6위(10억

2,770만불)로 지난 해보다 교역량 폭이 증

가하고 상품교역이외에 기계기술 분야와 인

력부문의 협력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인뉴스는 인도네시아 상공인들의 중심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한국커미

티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양국의 사업가들

의 숙원인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투자기회

를 만들어 내고 있는 Jongkie D. Sugiarto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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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차 특히 도요타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오래된 

신뢰로 한국차 판매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인도네시아 현대차는 크게 두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차가 인도네시아에 들어

오기 25년 전 이미 이곳에 진출한 일본자동차산업 인프라

가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

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차의 장악력이 쉽게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현대자동차는 현재

까지 여전히 아세안 국가를 위한 차종을 생산하거나 근본

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

국현대가 아세안국가 진출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

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아세

안 지역에서 그들이 정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시장점

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 자체적으

로도  '변화하지 못하면 사라진다'라는 강인한 모토로 조금

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저의 

첫 번째 임무는 약 2개월 동안 2005년 12월 부산에서 개

최되는 APEC 회의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일

정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한국위원회

는 대한상의와 협조로 오찬을 준비했고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대통령은 많은 한국 기업인들과 CEO들을 초대해 인

도네시아 투자유치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제게 양국 협력을 위해 필요로 하는 현안들에 대한 팔로우 

업을 요구했고 전 한국 기업인들과의 일대일 미팅 등을 계

속했습니다. 그 이후 KADIN 활동을 활발히 하기 시작했

고 대한상의와의 협력으로 양국의 경제사절단의 상호 방

문을 추진했습니다. 그 후 인니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한-

인니 각 5명으로 구성된 EPG(Eminent Person’s Group / 

현인그룹) 멤버의 한 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PG는 매

3개월 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번갈

아 가며 개최해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양국 

정상이 서명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

루는 것이었습니다.

Q 2006년 12월 한-인니 양국정상의 '전략적 동반자 관

계' 천명이후 양국간 현안들에 대한 팔로우업을 하는데 많

은 공을 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전해주

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귀국 후 한국의 Task Force 팀

을 결성했고 인도네시아 측도 한국의 요구에 따라 Task 

Force 팀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Task 

Force 팀은 크게 정부관계자 측과 비정부관계자 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 비정부관계자 측을 담당하게 되었고 

2007년 4월 한국 Task Force 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

을 때 인도네시아 측 Task Force 팀과 몇 차례 회의를 주

최했습니다. Task Force 팀은 양측 정부와 매우 유용하다

고 믿고 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를 찾은 한국 Task Force 

팀으로부터 한국 정부측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매우 중요한 국가

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업은 현대차만을 판매하

는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와 기업들간의 사업 관계를 형

성시키는 것으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몇몇 주

지사를 대동한 투자조정청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 코엑스

Q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위원회(KADIN Korean 

Committee)의 회장으로서도 한-인니 양국의 투자기회 증

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상을 전해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의 인연을 개괄적으로 말하면 

저는 2005년 5월 9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한국위원회(Korean Committee)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

다. KADIN의 주된 목적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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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전시를 통해 인도네시아 상품 홍보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투자 기회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많은 한국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를 펼치기

도 했습니다.

Q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그

칠줄 모르고 최근 대규모 한-인니 경제포럼이 개

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중소기업에 대

한 언급을 하셨던걸고 아는데요.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

로 한-인니 경제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제 생각엔 

이런 류의 포럼 또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패

널리스트로 참석하여 강연을 했으나 시간이 너무 

짧아 강연 주제만을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자

리에서 좀더 밝히면 그때 제가 언급한 것은 중소기

업에 관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은 특히 양국 중소기

업간의 비즈니스 기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사업 기회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사업 또한 꾸준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알맞은지 전국 

조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중소기업측에 포

커스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

도네시아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대변할 만

한 지사가 없기 때문에 자사 홍보를 위해 인도네시

아를 직접 방문하거나 반대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

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국 중소기업들은 타국의 어

느 영역에 대한 투자가 알맞은지 정보를 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정보력과 자금력의 

한계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러

한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돕는 것입니다. 한국대사

관, 대한상의,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도 서울에 있는 인도

네시아 대사관은 보다 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양

국의 컨벤션홀에선 매년 수천건의 전시회가 열리

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잘 접하지 못합니다. 저

희 KADIN Korean Committee는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전시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투자자 모집에 집중

할 계획입니다. 

Q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한인사회에 전하고 있으신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한인뉴스와의 인터뷰를 빌어 한국인과 한인사회에 이것만

은 전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궁무진한 투자 기회가 있

는 나라입니다. 좀더 기지개를 펴고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

다. KADIN Korean Committee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더 이

상 대기업이 아니고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중

소기업입니다. 저희 Korean Committee는 언제든 투자에 관한 

한인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적절한 가이드를 해줄 것이며 꼭 맞

는 협력업체도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

면 현재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사회임에 틀림없

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차가 압도적을 선호되고 있지만 이곳

에선 일본차가 압도적으로 사랑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되는 

차량을 비교해 볼 때 가격대비 한국차의 성능과 승차감이 일본

차 보다 우수하며 A/S도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PT. 

Hyundai Mobil Indonesia의 상품들이 한인사회에서 많은 사랑

을 받았으면 합니다.

용키씨와 조규철 편집인



들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총성 없는 자원전

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자원부국 중 한 국가로서 현재 진행 중인 자원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데 지금으

로부터 66년 전 실제로 ‘총성 울리는 자원전쟁’을 치른 역사를 안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촉발시킨 일련의 연결고리는 일본제국의 중국대륙 침략, 일본이 

독일, 이태리와 맺은 3국동맹, 그리고 미국 및 서방국들의 대일본 석유금수조치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 대해 내린 석유금수조치야말로 당시 석유 수입량의 

55%를 미국, 25%를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이 개

전결정을 내리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네덜란드와 공조체재를 수립한 미국

이 일본의 3국동맹 가입에 대응하고 중국대륙 철군을 압박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

로 석유금수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일본은 남방지역을 무력

으로 침공하게 된다. 남방국가 중에서 석유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네덜란드

령 동인도 지역인 빨렘방(Palembang), 발릭빠빤(Balikpapan), 쩨뿌(Cepu), 찔라짭

(Cilacap)과 영국령 보르네오(브르네이 다루살람)의 세리아(Seria) 유전과 사라왁

(Sarawak)의 미리(Miri) 유전 등이었다. 

진주만기습공격이 감행된 지 6일 후인 1941년 12월 13일 가와구치 기요다케(川

口淸健) 소장이 지휘하는 일본육군 제55여단은 영국령 보르네오 유전지대인 세리

아와 미리를 정복하기 위해 곤도 노부다케(近藤信竹) 해군중장 휘하인 제2함대의 

엄호아래 인도차이나의 캄란만을 출항하였다. 3일 후인 16일 가와구찌 여단의 주

력 부대는 큰 저항 없이 세리아와 미리의 유전지대를 점령하는 한편, 해군육전대

(海軍陸戰隊)는 인근에 있는 루통(Lutong) 정유소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이들 유전

과 정유소는 점령당하기 직전 영국군에 의해 계획적으로 자폭되어 이미 상당부분

이 파괴된 상태였다.

동부 깔리만딴 발릭빠빤은 유전, 정유소 및 양호한 항만시설로 인해 일본 남방

자원전쟁
       (資源戰爭)

시사포커스  2

김 문 환

국제 원유가격이 130불 대를 넘어서는 고공행진을 이

어가자 비산유국들은 고유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으

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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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면서 석유 이외에 고무, 주석, 니켈, 보크사이트 등 농

작물, 광물 착취에도 혈안이 되었다. 요즘도 국립문서보관

소, 국립도서관을 찾아 자료를 열람해 보면 일본인들이 당

시 만들어 놓은 광업관련 자료가 그들의 자원착취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1962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

입할 당시 일일 1백6십만 배럴을 생산하며 국내소비로 

1백만 배럴을 충당하고 그 잔량인 약 6십만 배럴을 수

출하였으나 그간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투자부진으로 인

해 2003년부터는 순수입국(Net Oil Importer)으로 돌아 

OPEC를 탈퇴하여야 할 지에 대해 고심을 하다,  뿌르노

모(Purnomo Yusgiantoro) 에너지 광업부 장관은 금년 중

으로 OPEC를 탈퇴할 것임을 2008년 5월 28일 공식으로 

발표하였다.  연회비 약 3백만 달러도 부담이 되지만 회원

국으로서 감수하여야 하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었다. 현재 

OPEC13개국 회원국은 일산 총 28백만 배럴을 생산하며 

세계 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카타르(Qatar)와 에콰도르(Ecuador) 다음의 최저생산국이

다. 2007년에 일산 9십5만 배럴 규모의 오일을 생산하였

으나 2008년은 일산 9십7만 배럴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일 수요량인 백3십만 배럴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있다.

유가폭등에 편승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도

네시아의 광산업도 활기를 띠며 매년 생산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Sinar Mas Group, Medco Group, Panin 

Bank Group 등 광산업과 무관하던 대기업들도 석탄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검은 황금’을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

다. 국회는 벌써 수년 전부터 광산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

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이권이 상충하여 차일 피일 국회 통

과가 지연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그 권한

을 이관함으로써 개발과 생산활동에 관련된 절차를 간소

화하여 관료행정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으며, 채광 대상물에는 방사성광물, 금속광물, 석탄 및 금

속물과 석재물이 포함되며 지역사회개발이 투명하게 이

루어 지도록 규정짓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며, 허가권을 

취득한 광산업자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개발을 수행하

여야 한다.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종전에는 기 개발지역에 

침공의 주요 타켓 중의 한 곳이었다. 이 지역에 대한 침

공작전은 일본육군 제56여단장인 사카구치 시즈오(坂口

靜夫) 소장에게 그 임무가 부여되어 니시무라 쇼지(西村

祥次) 해군소장이 지휘하는 제4구축함전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5,500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1월 24일 발릭빠빤 남

쪽 3마일 해안지역에 상륙하여 후겐반드(Hoogenband) 중

령 휘하의 네덜란드 수비대와 격전을 치른 후 1월 25일 밤

에야 시내를 점령하며 유전, 정유소를 한꺼번에 손아귀에 

넣었다. 

일본군이 유전지대와 정유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 가

장 신경을 썼던 목표물은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정유

시설이었다. 왜냐면 빨렘방은 당시 남방지역에서 유일하

게 항공유를 생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빨렘방 

정유시설을 손상당함이 없이 확보하기 위해 일본은 일본

육군 최초의 공수부대인 육군정진단(陸軍挺進團)을 선봉

에 내세웠다. 제2정진단장 구메 세이지(久米精一) 대좌의 

지휘로 1942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진 180명이 먼

저 빨렘방 비행장에 낙하하였고 이어 제2진 90명은 쁠라

주 정유소 부근에 낙하하였다. 보겔레상(Vogelesang) 중

령의 네덜란드 수비대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오후 7시 반

경에 비행장이 제압되었고 밤늦게 정유소도 함락되었다. 

서쪽의 쁠라주(Plaju)에 위치한 네덜란드 셸 석유회사 소

속의 BPM공장은 거의 피해가 없었지만 동쪽의 미국계 

NKPM공장은 네덜란드 수비대가 퇴각하면서 자폭시켜 

80%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일본의 기술진이 이곳에 급파

되어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였는데 상기 두 공장에서만 네

덜란드 통치시절보다 230만 톤이 더 많은 연산 600만 톤

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 물량은 평화 시의 일본국내 총 소

비량인 연간 500만 톤보다 많은 수치였으며 남방지역에

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전쟁수행의 필수품인 항공유 공급

처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군은 세리아, 미리, 발릭빠빤, 빨렘방 지

역의 유전과 정유시설에 대한 점령작전을 차례로 성공시

키자 1942년 3월 초에는 속전속결로 자바 본토를 밀어 부

쳐 불과 9일 만에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 내며 중부 

자바의 쩨뿌, 찔라짭의 유전과 정유공장까지 확보하게 된

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은 3년 반 동안 인도네시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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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2월 14일 빨렘방의 정유소 두 곳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육군 최초의 공수부대인 육군정진단 제2연대가 빨렘

방 상공에서 낙하하고 있다. 제1파 180명이 먼저 공항근처

에 낙하하였고 곧이어 제2파 90명은 쁠라주(Plaju) 지역 정

유소에 낙하하였다. 

대한 복구(Reklamasi) 조항만 명시되었으나 본 개정안에

는 환경평가작업(AMDAL), 보증기금(Dana Jaminan)이 수

반된 복구계획 및 예산이 수반된 개발후의 사후처리 방안 

등이 의무화된다. 본 개정안의 특기 사항으로는, 경제적 부

가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며 관리와 경영은 국내 영토 내에

서 직접 수행되어야 하고, 특히 석탄의 경우에는 저칼로리 

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언급되어 있다. 국내인력, 

국산품 자재와 서비스 이용을 극대화하고 최소한 국내업

체와 제휴를 맺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개정안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말까지 초안작업

을 마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07년 한 해를 훌쩍 넘기고 

2008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기 법률안 심의에 즈음하여 2008년 4월 싱가포르에

서 열린 제4차 아시아 광업협회 총회는 인도네시아가 안

고 있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문제, 두째는 2005년부터 계류 중인 광산관련 법안의 통

과 지연, 셋째는 경제림, 보호림과 관련된 산림법안의 불명

확성이며, 특히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광산법안 중 종전의 30년 기간이 20년

으로 축소되고,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

며, 규정위반이나 하자가 발생시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이 투자자 입장

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원보유국의 자원무기

화와 자원수요국의 자원쟁탈전으로 경

제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대규

모 자원수요국인 중국과 인도간의 에너

지 자원확보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2006년 1월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협력조약을 체결

했으나 바로 수시간 후에 중국은 비밀리에 미얀마의 천연

가스 유전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인도의 뒤통수를 

친 적이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과거의 앙숙인 러

시아의 천연가스를 위해 러브 콜을 보내고 있으며 아프

리카 수단(Sudan)에 무기까지 수출하면서 그 대가로 수단

이 수출하는 석유의 3분의 2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대응

하여 미국은 핵연료 제공을 약속하면서 인도를 새로운 전

략 파트너로 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천정부지로 뛰고 있

는 원유가격에 편승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여타 

자원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사업가들

이 찾아 나서는 유연탄 가격은 일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폭

등하였다. 자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으로부터 몰려오는 사업가들로 인해 자원생산 지역의 호

텔, 항공편은 항상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

수는 이곳의 상거래 관습이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성급히 서두르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수시

로 발생하고 있다.

초창기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역사는 자원사업 

그 자체였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

남방개발, 동화기업, 경남기업, 한. 인니 흥업, 신흥목재 

등이 산림자원개발업종으로 진출하였고 1981년도엔 역

시 한국남방개발이 Kodeco Energy Co.Ltd. 라는 현지법

인을 설립하여 오일, 가스 개발사업에 뛰어 들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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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 회원국 증 유

일한 순 수입국인 인도네시아가 석유증산을 위

해 발버둥치고 있다. 사진은 2008년 5월 7일 

동부 깔리만딴 소재 발릭빠빤 정유소를 찾아 

증산을 독려하고 있는 유숩 깔라 부통령과 뻐

르따미나(Pertamina)사 관계자들.

다음해 삼척탄좌 외 4개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PT.Kideco 

Jaya Agung은 석탄개발사업의 개척자가 되어, 현재 인도

네시아 세 번째 규모의 개발업체로 발돋움하였다. 특히 원

유, 가스개발과 석탄개발로 현재까지도 맥을 이어오고 있

는 상기 두 회사는 고유가, 자원난 시대의 이점을 한껏 누

리며 이윤극대화를 시현하고 있다. 선견지명이 낳은 결실

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한국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12월엔 노무현 대통

령이 대규모 자원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자카르타를 방문

하였고 2007년 7월에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같은 목적으

로 서울을 답방하였다.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

부도 실용외교라는 틀 안에서 자원외교에 진력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역할처럼 초대 총리를 자원외교 

맞춤형으로 지명하는가 하면 국가정보원의 조직도 자원

외교를 지원하는 해외업무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재편되

고 있다. 2008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거점 공관장 회

의’를 최우선으로 주재할 정도로 에너지, 자원확보의 중요

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11일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 석상에서 자원외교 거점국가의 공관장 임기가 통상 

2년 반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무슨 결실을 

볼 수 있겠느냐며 쓴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직 

3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이곳 주재국에서 자원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던 이선진 대사께서 혹시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도 가져보았다. <이선진 식 

적극성과 근면성(Proaktif dan Kerja Keras ala Lee Sun-

jin)>이라는 제하로 5월 13일자 인도네시아 대표 일간지 

‘KOMPAS’ 제16쪽 전면을 장식하며 3년 임기 중 10배의 

투자증진 성과를 본 이 대사의 업적을 조명한 취재기사가 

아니었더라도 그가 역대 공관장들과는 남다른 면면을 보

여준 사실을 우리 교민은 잘 알고 있다. 점심 한끼 같이 하

면서도 교민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항상 본인의 지갑을 먼

저 열고, 공관의 문턱을 낮추고 개방하여 교민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며, 자원외교를 몸소 실천하고자 깔리만딴

의 주지사, 군수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부족하여 동부 깔

리만딴의 오지를 직접 답사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당하면

서도 강행할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는 그 솔선수범의 자세

야말로 바람직한 공직자의 표상이 아니었나 싶다. 귀국하

기 열흘 전인 5월 14일에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 송별연 

자리를 마련하며 인도네시아 정관계, 업계 요인들과 한국 

교민들을 함께 초청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할 정도로 마지

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홀연히 우리의 

곁을 떠나 버렸다. 그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

며 이곳에서 공들여 쌓아 올린 자원외교의 초석이 더욱 발

전적으로 계승되기를 기대해 본다.

Selamat Jalan, Your Excellency Ambassador!

34  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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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세계한상대회’ 참가등록 안내

‘제7차 세계한상대회’가 208년 10월28일(화)부터 10월 30일(목)까지 3일

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002년에 시작된 세계한상대회는 올해가 일곱 번째로서 명실공히 

‘세계 한인 글로벌 경제네트워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결집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대회에서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및 기업전시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한 ‘업종별 비즈니스 상담회’ 등 내외동포 경제인간 협력관

계를 확대 구축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수 있도록 새롭고 실질적인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외동포 경제인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대회를 통해 

韓商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도약하는 장이 될수 있도록 재외동포경제인 여

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참가등록 안내 -

  대회개요
행사명 : 제7차 세계한상대회(The 7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기간 : 2008년 10월 28일(화)~30일(목), 3일간

장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규모 : 40개국 약 3,000여명(국내 1,500명, 국외1,500명)

주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관 : 재외동포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매일경제신문 · mbn

슬로건 : “세계속의 한상, 넓어지는 우리 시장”

대회장 : 승은호 동남아한상연합회 회장

공동대회장 : 양재일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 장석원 Korea IT 

Network 회장, 천용수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회장, 최종태 재일한

국상공회의소 회장, 최태훈 중남미한상연합회 회장

  한상대회 프로그램
구분 10.28(화) 10.29(수) 10.30(목)

09:00-10:00

-

등
록 
및 
체
크
인

기
업
전
시
회

업종별 
세미나

일
대
일 
비
즈
니
스 
미
팅

기
업
전
시
회

멘토림 
세션

일
대
일 
미
팅

기
업
전
시
회

10:00-11:00

11:00-12:00

12:00-13:00
오찬 오찬

13:00-14:00

14:00-15:00

비즈니스 
상담회

투자설
명회/취
업,인턴
상담회

-

15:00-16:00

16:00-17:00

17:00-18:00
개막
식

18:00-19:00
환영
만
찬

만찬
(문화행사)

폐막식 
및 환송
만찬

19:00-20:00

20:00-21:00

*상기프로그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 안내
가. 참가등록 방법

온라인 : 대회등록사이트(www.hansang.net)를 통한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 온라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사전등록 시간 : 2008.5.19(월) ~ 7.31(목) 까지

등록비 : 2007년도와 동일

나. 등록시 제공사항

국내 참가자

기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08.7.31까지 ‘08.10.28(대회당일)

등록비 100,000원 150,000원

등록비 포
함내역 

 ① 프로그램 참가 :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② Conference Kit, 한상기업 디렉토리, 각종 기념품 제공 
 ③ 숙박희망자는 중저가 숙박시설 안내

국외 참가자

기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08.7.31까지 ‘08.10.28(대회당일)

등록비 USD350 USD450 

등록비 포
함내역 

 ① 숙박제공 : ‘08.10.28~30(3박, 2인1실) 
     - 1인1실 사용 및 동반가족 1인당 USD350 추가부담 
 ② 프로그램 참가 :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 참가 
 ③ 식사제공 : 총8회  
     - 10.28 만찬, 10.29~30 오ㆍ만찬 : 행사장 
 ④ Conference Kit, 한상기업 디렉토리, 각종 기념품 제공 
 ⑤ 숙소-행사장간 무료 교통편 제공

※ 송금 수수료 참가자 부담, 신용카드 사용불가

다. 등록비 입금 계좌

구분 국외 참가자

은행명 Hana Bank Seocho-Nam Branch

계좌번호 224-910002-55132

예금주 Overseas Koreans Foundation

Swift code   HNBNKRSE

은행주소 1354-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라. 등록비 환불

환불신청 :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E-mail로 신청

환불시기 및 환불액

2008.9.30 까지 환불 신청시 : 전액 환불

2008.10.1 이후 환불 신청시 : 환불 불가

대회종료 후 수수료를 제외한 등록비를 입금자 구좌로 환불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전화 : 80-2-3463-5306

팩스 : 82-2-3463-3999

담당 : 재외동포재단 한상팀 김정희 과장(hansang@o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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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는 거대 잠재

시장인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방한 시장 개척을 위해 대

규모 방문단을 자카르타에 파견하여 다채로운 마케팅활

동을 벌였다. 저녁엔 ‘Korea Sparkling’이란 슬로건하에 현

지 언론방송사 대상 기자회견, 현지여행업체 대상 ‘Travel 

Mart’을 열고 만찬을 겸한 ‘한국의 밤’ 행사를 자카르타 샹

그릴라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니관광부 장

관, 대사관 공사와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 미란띠 인-

한 친선협회 회장과 대한항공, 가루다항공, 수많은 현지업

체관계자들이 참석한 양국간의 보다 활성화된 관광교류

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홍주민 한국관광공사 관광마케팅본부장은 “한국관광

공사가 금년부터 시행중인 무슬림 단체관광객들에 대해 

한국방문기간 중 무슬림 식단으로 구성된 ‘할랄 도시락’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하고 타국문화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사제인 Imam이 직접 참석하

여 한국 방문객들을 친절히 맞이하였고 또한 축사를 통

해 “한국은 이제 할랄 음식점, 므스짓 등 무슬림 관광객들

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

는 나라가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이러한 문화적 배타

성이 기본적으로 존중될 때 양국간 관광교류도 활발해 진

다”라고 강조했다.

행사 중 지난해 열광적인 한국문화팬클럽인 IDK(Indo-

Dynamic Korea)의 한국 방문 활동상을 그린 동영상을 시

청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땅을 밟고 꿈에 그리던 유

명연애인의 행사에 초청되고, 한국을 넘어 세계에 우뚝선 

한국의 아이콘 ‘난타’공연 감상, 명동, 동대문 등 한국의 생

동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여행기록 등에 대한 기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은 동영상은 비행기로도 7시간이

나 걸리는 이곳에서 한국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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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세계최고의 기량과 기술을 뽐내는 한국 비보이 팀이 행사 

중 특별히 초대되어 흥을 돋았다. 존레논의 Imagine을 가야금

을 통해 한국전통 가락으로 표현한 부분은 곡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신선함을 전해줬고 바로 이어 한국전통음악에 맞추

어 신기에 가까운 춤을 선보인 비보이 팀의 공연은 환상 그 자

체였다. 약 25분 여간 계속된 그들의 공연에 비보이들의 굵은 

땀방울 만큼이나 자리한 참석자들의 시선 또한 고정시켰다. 

비보이들은 행사전날에도 자카르타 한복판에 자리잡은 호화 

쇼핑몰인 Senayan City 몰에서 두번에 걸친 그들의 기량을 선

보였다. 매회 2000여명의 관객들을 동원한 공연에 나온 많은 

교민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은 연신 ‘오빠~’를 외치며 사인을 받

기 위해 몰려드는 소동이 벌어져 행사 후에도 한동안 비보이

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밤’ 행사 전 Metro TV 등 많은 방송, 신문사가 참

가해 열띤 취재경쟁을 펼친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인

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대한 마케팅 방안 등을 관심 있게 취재했

다. 또한 언론사들은 한국관광공사가 현지 여행업체들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대한관광공사는 

2008년 중 대한항공과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을 이용하는 방

한 상품 취급 여행사들 중 상위 6개 업체를 연말에 선정하여 포

상금을 수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MOU를 체결했던 것이다. 현

지 여행사들에 대한 포상금 수여를 위한 MOU체결은 매우 이례

적인 일로서 2008년 인도네시아인들을 자극하여 많은 방문객 

유치 성과를 올리겠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장면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K.I.A Tour의 한 직원은 “한국에서 직접 이곳

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한국관광홍보를 펼치고 나면 한국 행 

인니 관광객의 수가 급증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양국 관광

산업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한국

관광공사의 이번 인니 방문에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국의 밤’ 행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다채로운 행사순서

를 모두 마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한국의 다양한 색채

를 느낄 수 있는 책자들을 받아 들고 귀가하였다.

NIGHT
인니 무슬림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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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주 인니 한국대사관 사증담당 영사 박 상훈

조금만 주의하면

현지 생활 ^ OK ̂

한인뉴스를 통하여 우리 교민들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경우나 출입국 시 규정을 알지 

못했거나 자칫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안내한바 있다. 그러나 아

직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 현지인이 우리 교민을 상대로, 혹은 교민이 

현지인을 상대로 문제를 야기한 내용들이 신고되고 있으며 아예 교민 간에 서로 속인 사

례들도 신고 되고 있어 유형별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민이라 함은 장기 체류할 목

적으로 주재국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이행한 분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편의상 “교민”이라 지칭함을 양해 바람)

상기 사례는 ① 현지인이 이민청 직원과 협의하에 벌금조로 금품

을 받았으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아예 ② 현지인이 계

획적으로 교민을 속이고 돈만 받고 스스로 자진 출두토록 하고는 

잠적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교민 스스로 불법을 저질

렀기 때문에 신고도 못한 경우이고 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본인은 

강제퇴거를 면하기 어려웠던 사례 임

o 사례 1-2

- 교민 최oo는 인니 체류 중 신원조회 문제로 여권 연장이 불

가능해지자 그냥 이민청의 체류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

기로 하되 신분이 불안하여 현지인 브로커를 소개받아 이

민청 직원의 묵인 하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네주며 체류

해 왔음

- 그러나 현지 공무원이 묵인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실을 알

고 있던 또 다른 현지인이 다른 직원을 동원하여 오후 늦

게 교민 최oo가 거주하던 숙소를 불시 검문, 이민청 사무

소로 연행하려 하자 다급 해진 교민 최oo는 현장에서 “벌

금을 준비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음 에도 결국 연

행되어 강제퇴거 되었음

※ 간혹 이민청 직원으로부터 여권이 합법적으로 연장 되

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있음 . 이민청 직원은 부인 

하고 있으나 여권에 임의로 연장허가 스탬프를 날인하거나 마

치 합법적으로 연장이 된 것처럼 담당 영사의 사인을 위조 하

현지인이 우리 교민을 기만한 사례

사례 1)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뒤 잠
적 해버린 사례-1,2,3

o 사례 1-1

- 교민 김oo는 10여년 동안 인니에 장기 거주해온 자이나 운

영하던 업체의 형편이 어려워 급기야는 체류기간 연장 수

속비용마저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음

- 그러나 “불법으로 체류해도 문제가 없고 출국할 때 이민

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모든 것을 원만히 처리해 주겠다”는 

현지인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약 3년

간을 버티었음

- 부득이 일시 귀국할 일이 발생하자 동 현지인을 찾아 출국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자 현지인은 “그 동안 도

와준 oo 이민청 직원에게 모든 조치를 부탁하였으니 벌금

조로 돈을 준비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교민 김oo는 상

당액의 돈을 현지인에게 건네 준 뒤 대기 하였음

- 몇 일후 현지인이 “출국절차의 일부이니 잠시 이민청 사무

소에 자진 출두하여 하루 밤만 조사를 받은 것처럼 하면 아

무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으며 추후 다시 인니로 재입국

도 가능하다”고 하자 당일 스스로 oo이민청 사무소에 출

두 조사를 받았으나 다음날 출국은 고사하고 장기 수용소

로 이감되어 고생하다 강제 퇴거된 사례

교민 기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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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기만 사례

였는지 여부도 이민청 직원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됨.

※ 만약, 여권 연장란에 위조된 스템프를 날인할 경우 주재국 

이민청의 처벌도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한국 법에 의해서도 

엄중 처벌대상이 됨

상기 사례는 신원조회 문제로 여권 연장이 어려워지자 신원조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현지 이민청 직원의 묵인 하에 체류해 온 

경우로 추정되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경찰이던, 이민청 직

원 이던, 관할이 어느 곳 이던 간에 수시 단속이 가능하고 그 약

점을 아는 주변에서 일단 단속하도록 한 뒤 현장에서 처리(?) 해

보려다 실패한 사례도 종종 신고 됨.

또한 그 동안 묵인해주던 담당 공무원이 더 이상 실익이 없게 되

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단속한 사례들도 확

인이 되며 어떠한 경우이던 단속 되었을 경우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처리 할 경우 정상적인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당하게 될지 모른 다는 예를 보여

주는 것임

o 사례 1-3

- 불법체류 하면서 현지 인니인과 동거 중이던 C씨는 현지

인의 친척이 경찰에 근무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예 인니 

국적을 취득 하고자 문의를 하자 동 친척이라는 자가 국적 

까지는 필요 없고 주민증(KTP : Kartu Tanda Penduduk)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며 금품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기로 하

였음

- 그 후 약 한달 뒤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KTP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지냈으나 동 KTP는 외국인용으로 발급 된 것으

로 지방 정부가 주민(외국인도 주민에 속함)에게 발급해

주는 일종의 증명서로, 명백히 “외국인주민”(Kartu Tanda 

Penduduk Orang Asing)이라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마치 체류허가증인양 속인 사례 임

- 결국 몇 달 뒤 C 씨는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그 

나마 다행인 것은 동 주민증을 본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시골 읍장이 발급한 것이 확인 되었고 친척이라는 현지인

은 가짜로 판명되어 이미 잠적하여 이민청도 강제퇴거 대

신 출국을 명령한 바 있음(인니인 현지인과의 사이에 자녀

를 두고 있어 고려되었음)

상기 사례는 불법체류가 될 경우 현지 공무원 매수 후 묵인 하

에 체류하거나, 아예 체류허가증 (KITAS)을 위조하여 소지하거

나 외국인용 주민증을 발급받아(만들어) 속이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사례 2)
한국에 불법취업희망자를 입국 시키려고 초청장을 
허위로 작성 하거나 목적을 위장한 경우 (사례1-2)

o 사례 2-1

- 현지인 브로커인 Mr zulifkir는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하

는 자로 한국에서 불법 취업해오다 강제 퇴거된 인도네시

아인 Mr bambang 외 o명을 다시 한국에 보내려는 목적으

로 당시 Mr bambang 이 취업했던 회사의 레터지를 도용

키로 하고

- 마치 동 한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업체와 상담을 희망한다

는 내용으로 초청장을 만들고 계약서상 기계류 수입인 만

큼 사전에 기계의 상태, 조작요령등을 교육시켜 준다는 내

용을 명시한 허위계약서도 작성하여 대사관에 상용목적

의 사증을 신청하였음

- 그러나 사증 심사 과정에서 현지인이 한국 업체 대표 ooo 

을 기만하여 계약서와 초청장 양식만 송부 받아 자신이 임

의로 내용을 변조 작성 한 뒤 대사관에 제출하였음이 적발

되었고 현지인 피해자들은 이미 2,500-3,500만 루피아씩

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짐

o 사례 2-2

- 현지인 브로커 Mr amal은 해외 취업 인도네시아인의 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잡지사를 운영하며 

(독자는 거의 없는 잡지 임) 불법 취업희망자 oo명을 입국 

시키고자 사전에 주한 인니 대사관을 1회 방문하여 취재하

고 인니인 현지 근무 공장에도 방문하며 고용주들과 인터

뷰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뒤 찍은 사진을 동잡지

에 개제하는 등 마치 주한 인니 대사관이 후원하고 다수

의 고용주들이 인니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것처럼 위장하

여 취업희망자 00명을 모집, 일인당 2-3천만 루피아씩을 

갈취하였음

- 이들은 한국에 체류중인 인니 근로자들이 여러 지역에 분

산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리포터를 파견하여 

단기간에 심층 취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증을 신청하

였으나 신청자의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모두 가짜

들로 판명되었고 심지어 과거 한국에서 강제 퇴거된 자들

도 섞여 있음이 적발되었음

- 현지인 브로커 Mr amal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소개 

받은 업체의 대표 ooo를 회유 효력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

성토록 하였으며, 인니 송출회사가 이미 모집해 놓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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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주의하면 현지생활 OK

취업희망자들을 넘겨받았음을 시인하였음

상기 사례들은 한국에 취업 차 입국을 희망하는 인니인들을 편

법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시도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아

직도 인니인 현지 브로커들의 농간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계속 

되고, 피해를 당한 현지인들은 대 부분 가족 전 재산을 모아 브

로커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국의 업체 대표나 일부 교민이 이용당하는 경우가 발견 되고 있

어 주의가 요망 됨

한국에서 일시 방문한 
교민을 기만한 사례

다음 사례는 인니에 거주하던 교민이 일시 방문한 한국인을 대

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로 대부분이 친절을 가장하거나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속이는 경우로 향후 주변에 유사한 피

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람

사례 1)
한국에 가정부(간병인)등을 소개해 준다고 한 뒤 금
품을 갈취한 행위

o 한국인 최모씨는 2008.1월 인니에 공장 설립 계획을 세우

고 사전 답사를 위해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현지 안내 및 

관광 가이드를 위해 교민 김oo를 소개 받아 약 2주간 체류

한 사실이 있음

o 교민 김 oo는 현지 안내를 하는 동안 한국 손님이 “고향에 

노모가 계시며 현재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어 인니로 모시

고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자 자신이 “좋은 간병인을 알고 

있으니 원하면 한국으로 보내 주겠다” 고 설명하며 의향

을 묻자 최 모 씨는 이에 선뜻 응하며 간병인과 가정부 각 

1명을 요청하였음

o 일단 착수금조로 미화 1,000달러를 받은 뒤 한국 손님이 

귀국하자 수속비로 400만원을 송금토록 하고 비자가 발

급 되면 추가로 300만원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최

모씨는 즉각 400만원을 송금하고 한술 더 떠 고마움의 표

시로 보너스 100만원 까지 합쳐 도합 500만원을 보내 주

었다고 함

o 그러나 차일피일 변명만 늘어놓던 교민 김 oo는 더 이상 연

락이 되질 않고 잠적하였고 이에 속은 것을 안 최모씨는 한

국 경찰서에 교민 김oo를 고소하고 대사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교민 김oo는 자신이 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비자는 대사관의 영사를 안다고 해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영사 

자신도 자의적으로 발급 할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처리 과

정도 접수-조회-심사-발급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근거를 남기

도록 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접수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누가 어떤 건에 대해 접수를 하

였으며 담당 직원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영사과

에서 서류를 까다롭게 한다느니 처리 시한을 지연 시킨다느니 이

러쿵저러쿵 운운하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비자 심사도 신청자의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

여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처리 원칙이나 재외동포비자, 한국 등 

해외 수시 출입국자는 접수 익일 날 발급하며 신청 서류도 여권 

사본만 확인 하는 등 제출 서류도 최소화 하고 있음

다만,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거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자의 경

우는 상대적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간병인, 가사보조인에 관한 현행 규정 * 
현행 규정상 간병인과 가사보조인(가정부)에게 정식적으로 발

급해주는 비자는 없음. 다만, 중국, 러시아 지역 동포들에게는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특별 체류허가제도(H-2 비자)가 운영

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일본과 간병인 및 간호보조사를 파견

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논의자체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즉, 고용허가제에 따라 단순 근로자는 비전문취

업자 형태로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에

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를 도입하여

-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자 및 가족에 대해서 복수비

자 발급이 가능 함( 1년 유효/ 체류기간 90일-연장 가능)

간혹 국내 관광차 어린 동반 자녀들을 위해 baby sitter와 함께 

입국하려는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

에서 가정부의 동반 입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근무를 종

료한 교민이 완전귀국하며 그 동안 함께 지낸 가정부나 baby 

sitter를 동반할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 가능성 사유로 비

자발급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 공항 입국심

사 시 문제가 발생된 경우도 있음

사례 2)
한국 농촌 총각에게 결혼을 알선 하겠다고 일시 방문 



사례 3)
밀수할 목적으로 물건을 운반해 주도록 회유한 뒤 공
항에서 억류 되게 한 사례

o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나oo는 인도네시

아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김oo를 동반하여 입국하면서 

본인 동의 없이 수화물을 탁송토록 한 뒤 OOO 지방공항

을 이용하였음

o 김oo는 도착비자를 발급 받는 후 나oo가 갑자기 수화물을 

찾아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라고 안내 하자 영문도 모

른 채 동 수화물의 내용도 확인 하지 않은 채 검색대를 통

과하다 세관 조사반에 체포 되었음

o 동 수화물에는 배터리만 제거한 핸드폰 000개가 분산 되

어 담겨 있었으며 결과 적으로 김oo는 밀수 혐의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체류기간(도착비자 7일) 까지 넘

기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자 다급해진 피해자들이 자체 해

결을 시도하였음

※ 동 사례는 나oo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세관직원을 통하여 

편법 통관을 해왔으나 이를 인지한 조사반원이 불시에 단속

을 하여 적발한 것으로 세관 자체 알력이 원인으로 밝혀졌으

나 지방 공항 검색도 점차 강화 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함

※ 특히 기간이 짧은 도착비자(7일)의 경우 조사과정이 지연

되면 체류기간도과 문제로 까지 확대되어 세관자체 문제는 해

결되었다 하여도 이민청이 동 문제점을 악용하여 처벌을 과하

게 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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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한 뒤 편법으로 결혼 수속을 진행하여 상대방에
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1,2

o 사례 2-1

- 장기 체류 중인 교민 나oo은 한국의 농촌 총각에게 인도네

시아 여성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한국 결혼 중매업체를 통

해 결혼 희망자를 소개 받은 후 인니로 일시 방문토록 하

였으나 인니 결혼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수속을 하였다가 

비자발급이 불허되었음

- 동 건은 교민 나 oo가 인니 여성을 한국에 편법으로 보내기 

위해 한국 사람을 소개해준다 하고는 본인 동의 없이 결혼 

수속을 진행 하였다가 위장 결혼 사유로 불허 된 것으로 

순진한 노총각을 불러 들여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으

며 인니인 여성은 본인도 속은 것을 알고 교민 나oo를 현

지 경찰에 고발하였음

- 결과적으로 농촌 총각과 이를 알선한 국내 중개업체, 그리

고 인니인 여성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나 위장 결혼이 밝혀

진 만큼 비자 발급은 불허될 수밖에 없음

o 사례 2-2

- 동 사례는 인니 교민이 한국까지 건너가 한국인 남성에게 

인니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는 국내 결혼 중매업체

로부터 소개비000만원을 받은 뒤 42세 된 노총각 최oo를 

인도네시아로 입국 시켰음

- 미리 대기한 여성들과 속칭 짝짓기로 소개 한 후 속전속결 

식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아예 인니 결혼 증명서를 위조

하여 제출하였음이 적발되었음

※ 영사가 인터뷰 할 경우 결혼식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 부분 결혼식 장면 사진을 제출 하고 있음

상기 사례는 이미 인근 국가들의 여성을 농촌 총각과 연결시켜주

는 국제결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잠시 방문하여 결혼 

하겠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

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결혼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법 보다 

상위의 종교적인 이념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돈벌이 식 알

선은 철저히 배격해 나갈 예정이며 단순 비자 불허 처분을 넘어 

불법 행위 연루자는 형사고발조치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종교가 상이한 경우에는 결혼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농촌 

노총각을 느닷없이 이슬람교도로 조작하여 이슬람 인니 여성과 

결혼수속을 진행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적발 되고 있

어 주의가 필요함

교민 기만 사례

공 지 사 항

1. 주재국 이민청은 2008, 5월부터 주요 공항 5곳에 대해 출입국

규제자 검색 시스템을 온-라인 화하여 가동 중에 있음

2. 출입국규제라 함은 CEKAL MERAH라 하여 통상적으로 여권 

상 붉은 스템프를 날인함을 의미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국세체납자, 수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함

3. 대상 공항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발리, 바탐 등 5개 공항 

이며 다른 공항에도 계속 확장할 예정 이라 함

※ 기존에는 본청에서 문서로 각 지방 항만에 규제자로 관리함

으로써 처리 시간이 지연되어 간혹 규제 전에 출입국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음

4. 또한, 공항만을 통한 출입국 기록도 본청에서 일괄 확인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변 브로커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

록 주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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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통 식당인 Golden Jade에서는 

많은 음식들 중 건강을 생각하는 보양식

을 추천했다.

전병에 소고기와 야채를 넣어 단맛

이 강한 소스를 넣은 Beef Wrap를 에

피타이저를 시작으로 이 곳의 자랑인 

Buddha Jump Over Wall을 맛보았다.

닭고기와 버섯, 샥스핀 그리고 여러가

지 재료를 넣어 10시간 이상을 푹 고와

서 완성된 정성스런 탕은 마치 한약을 

한 사발 마시는 듯 했다. 우리나라의 한

방 삼계탕이랄까?  그 이름을 생각하고 

시음을 해 보니 이름 향기가 나는 것도 같다.

푸짐하기는 우리나라 음식을 따라올 수 없지만, 건

강을 생각하는 맘이나, 음식에 들이는 정성은 결코 뒤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중국음식하면 기름에 볶는다, 그래서 느끼하고 건

강에 좋지 않다라는 편견이 있지만, 메뉴 선택을 잘 

한다면, 몸에 좋은 음식이 생각보다 많다.

기운이 없고 나른한 날 원기회복을 원한다면 이곳

에서 중국식 한방 삼계탕을 한그릇 드셔보시라고 추

천해 드리고 싶네요. 달콤한 망고 푸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부처, 
 
    벽을 넘다
              - Golden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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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참석시에만 의결이 가능하나, 단 1(일) %만 불참 시에

나 단 1(일)%만 반대 시에도 의결이 불가하다. RUPS 소집서

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 시에 주주 100(백)% 참석에 참

석 주주 100(백)% 찬성 시에만 의결이 가능하다. 

1.8.  기타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

는 권한이 있다.

2. 주주(Pemegang Saham)의 권한 

2.1. RUPS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질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

하여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개인 신분으로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RUPS를 

통해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2. RUPS의 결의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3. 회사에서 신 주식을 발행시 우선 매입권이 있다.

2.4. RUPS, 이사회 혹은 감사회에서 취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연도 마감 6개

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 (RUPS Tahunan)를 소집하여 지난 회

계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신

년 사업계획서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주식회사법과 정관

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에 단 

1(한)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UPS Tahunan을 소집하지 않은 이사

회의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365조에 규정한 손

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경영을 감독하고 지도하

는 직무가 부여된 감사회가 이사회의 불법행위를 묵과한 책임

을 면할 수가 없다. 

2.5. 정관 개정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회사의 순수 자산의 50(오십)%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경

우나, 합병 혹은 분리하는 경우에 주주 혹은 회사에게 손해를 

주주총회(RUPS/에르 우 뻬 에스/Rapat Umum Pemegang 

Saham/라빧 우뭄 뻐메강 사함)는 문자 그대로 주식회사(PT/뻬

떼/Perseroan Terbatas/뻐르세로안 떠르바다스)의 주인인 주주

(Pemegang Saham)들이 모여서 주식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법적으로 설명하면 RUPS란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주식회사법”)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한

도 내에서 이사회(Direksi) 혹은 감사회(Dewan Komisaris)에 주어

지지 않은 권한을 쥐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구를 의미한다(주식회

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달리 말하면 RUPS는 주식회사법과 주식

회사의 정관에 저촉되지 않은 한 이사회와 감사회의 직무에 속하

지 않은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

결 기구라는 뜻이다. 최고의 의결 기구란 이 기구에서 주식회사법

과 정관에 근거하여 어떠한 사항을 결의하면 회사의 다른 기구는 

필히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

식회사법은 RUPS 개최에 관한 형식 요건, 즉, 절차와 RUPS에 상정

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보할 것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

기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불법행위로 간주되면 민법 제1365조

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주식회사의 RUPS는 인체

에 비하면 뇌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1. RUPS의 권한 

1.1. 주식회사법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Direksi) 혹은 감사회(Dewan Komisaris)에 주어지지 않은 권

한이 있다.

1.2.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이 있다.

1.3. 증자, 감자, 해산, 파산청구, 합병 여부를 결의하는 권한이 있다.

1.4.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 대한 선임 및 개선 권한이 있다.

1.5. 유보금 및 이익금 배당 여부를 결의하는 권한이 있다.

1.6. 이사회가 상정한 전년도 사업 보고서와 신년도 사업 계획서

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이 있다.

1.7. RUPS 소집서에 명시되지 안건에 대한 의결은 발행주식 

주주총회(RUPS)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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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다고 판단되어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공정

한 시가에 회사에게 매입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

면 흑자를 내는 A사와 적자를 내는 B사의 대주주인 C씨가 양

사의 대주주인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절세 목적으로 B사를 

A사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A사의 소주주인 D씨는 자신의 주

식을 A사가 정상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씨의 

요구를 A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D씨는 주식회사법 제62조에 

근거하여 A사를 상대로 주식매입 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

리침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2.6. 발행주식의 10(십)%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한) 명 혹은 다수

의 주주는 안건을 밝히고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

3. RUPS의 종류 

3.1. RUPS는 연례 주주총회(RUPS Tahunan/에르우뻬에스 따훈

안)과 임시 주주총회(RUPS Luar Biasa/에르우뻬에스 루아르 

비아사)가 있다. 

3.2. RUPS Tahunan은 아무리 늦어도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구법에서는 5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3.3. RUPS Luar Biasa는 회사 혹은 주주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

최할 수 있다.

4. RUPS Tahunan(연례 주주총회)

4.1. RUPS Tahunan의 주요 안건은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

서에 대한 승인 여부와 신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

인 여부이다.

4.2. 이사회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감사회의 검토를 마친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이사회가 i) 회계연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RUPS Tahunan을 

개최하지 않았거나, ii) RUPS Tahunan을 개최하였으나 지난 회

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RUPS Tahunan에 상정하지 않았거

나, iii) 상정하였으나 RUPS Tahunan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

우에는, 지난 회계연도의 모든 적자는 전체 이사회원의 연대 

책임으로 남는다. 1(일)인 사장의 경우에는 사장이 회사의 모

든 적자를 개인적으로 혼자 책임져야 한다.

4.3. RUPS Tahunan에 상정하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3.1. 인도네시아 일반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4.3.2. 회사 활동에 관한 보고서

4.3.3.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서

4.3.4. 지난 한 해 동안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들

4.3.5. 감사회의 감사 업무 보고

4.3.6.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명단

4.3.7.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급여 및 제 수당 명세

4.4.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4.5. 상기 사업 실적보고서는 주주가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도록 

RUPS Tahunan 소집 일부터 회사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4.6. 다음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반

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4.6.1. 사회 다수인의 자금을 모금 혹은 관리하는 회사

4.6.2. 일반에게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4.6.3. 상장된 회사

4.6.4. 국영 기업체

4.6.5. 보유 자산 및/혹은 매출이 500억 Rupiah 이상인 회사

4.6.6. 관계법규로 지정된 회사

4.7. 상기 “6.6.항”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무보고서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RUPS Tahunan이 이를 승인하는 

것을 금한다.

4.8. 이사회에서 상정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전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로 손

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RUPS Luar Biasa(임시주주총회) 

RUPS Tahunan(연례주주총회) 이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RUPS를 RUPS Luar Biasa라고 한다.

6. RUPS 소집

6.1. RUPS 소집권자

6.1.1. 이사회

6.1.2. 전체 발행주식의 10(십)%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일)인 혹

은 다수의 주주나 정관에서 소집권 기준을 10(십)% 이하로 정

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는 1(일)인 혹은 다수의 주주는 이사회에게 RUPS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6.1.3. 감사회도 이사회에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2. 주주 혹은 감사회는 RUPS 소집 요구는 반드시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6.3. 이사회는 상술한 RUPS 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아무리 늦어

도 15  (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6.4. 이사회가 상술한 15(십오)일 이내에 RUPS를 소집하지 않으면 

주주는 감사회에 RUPS 소집을 재요구할 수 있다.

6.5. 감사회는 상술한 주주의 RUPS 소집 재요구서 접수일로부터 아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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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늦어도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

가 있다.

6.6. 이사회 혹은 감사회가 상술한 15(십오)일 이내에 주주가 요구

한 RUPS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안건을 기재하여 주주가 RUPS를 직접 소집할 

수 있는 주주 RUPS 소집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6.7. 주주로부터 RUPS 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법원장

은 신청인, 이사회 및/혹은 감사회의 의견을 청취 후 신청 사유

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주에게 RUPS 소집을 허가한다.

6.8. 관할 지방법원장은 RUPS의 형태(RUPS Tahunan 혹은 RUPS 

Luar Biasa), 신청자의 신청에 근거한 안건, RUPS 소집기간, 성

원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의장을 지명하여 주식회사법 혹은 정

관에 의거하거나 혹은 의거하지 않고 주주에게 RUPS 소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혹은 감사회에게 주주가 소집하는 

RUPS에 참석을 명할 수 있다.

6.9. 상술한 관할 지방법원장의 RUPS 소집허가서는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 이의 신청 혹은 항

소를 불허한다.

6.10. 관할 지방법원장이 주주의 RUPS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6.11. RUPS 소집은 아무리 늦어도 RUPS 개최 14(십사)일 전에 통

보해야 한다. RUPS 소집일과 개최일은 14(십사)일 기간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 한국식 계산 방법으로는 소집 기간이 16(십

육)일이 된다.

6.12. RUPS 소집 방법은 반드시 등기서류로 해야 하며 일간지에 공

고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혹시 주주 간에 이견 시 RUPS 소집은 

일간지에 공고가 바람직하다.

6.13. 발행주식의 주주 100(백)%가 참석하고 안건에 대하여 참석 주

주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전 소집 통보 없이 RUPS를 개

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7. RUPS 개최 장소 

7.1. 반드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7.2. 정관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법적 소재지(주식회사법상 시/군) 

혹은 정관상에 표기된 주사업장이 있는 시/군 내

7.3. 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증권시장의 소재지에서 개

최가 가능하다.

7.4. 특정 안건에 주주 100(백)% 참석에 100(백)% 찬성 시에는 인도

네시아 영토 내 어느 곳에서나 RUPS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은 100 (백)% 찬성 시에 만 가능하다.

8. RUPS 개최 및 참석 방법 

   주주가 직접 신체적으로 참석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주주가 신체

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나 참석하는 모든 주주가 서로 육안으로 불 

수 있고 귀로 서로 청취할 수 있는 영상 매체, 비데오 매체 혹은 다

른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RUPS를 개최할 수도 있다.

9. RUPS 성회 및 의결 정족수 

9.1. RUPS의 정족수에 관하여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 별도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RUPS 개최 정족수/성회요건은 총 발행주

식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9.2. 과반수 미달 시에는 제2차 RUPS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제2차 소

집서에 제1차 RUPS를 소집했으나 과반수 미달로 성회를 하지 

못했음을 밝혀야 한다.

9.3.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차 소집 RUPS는 총 발

행주식의 1/3(삼분지 일) 이상 참석으로 성회한다. 

9.4. 제2차 RUPS 소집도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정족수/성회요건을 정하여 제3차 RUPS 소집

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9.5. 제3차 RUPS 소집서에 제2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

한 것과 제3차 RUPS는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에 기재된 정

족수/성원요건으로 RUPS가 개최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9.6. 제3차 RUPS 개최에 관한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다.

9.7. 제2차 및 제3차 RUPS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 7(칠)일전에 해야 

한다.

9.8. 제2차 및 제3차 RUPS는 전 RUPS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

도 10(십) 일 후 아무리 늦어도 21(이십일일)일 이내에 개최해

야 한다.

9.9.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참석 주식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정관개정 RUPS

10.1. 정관개정 안건 RUPS의 성회 요건은 정관에 총 발행주식의 

2/3(삼분지이) 이상 참석에 총 발행주식의 2/3(삼분지이)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정관에 성회요건 및 의결요건이 더 

주주총회(R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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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 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2. 제1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RUPS를 소집할 수 있다.

10.3. 제2차 소집 RUPS는 총 발행주식의 3/5(삼분지오) 이상 참석으

로 성회하며 총 발행주식의 2/3(삼분지이)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그러나 정관에 성회 요건과 의결 요건이 더 높게 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4. 제2차 RUPS 소집도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정족수/성회요건을 정하여 제3차 RUPS 소집

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10.5. 제3차 RUPS 소집서에 제2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

한 것과 제3차 RUPS는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에 기재된 정

족수/성원요건으로 RUPS가 개최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0.6. 제3차 RUPS 개최에 관한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다. 

10.7. 제2차 및 제3차 RUPS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 7(칠)일전에 해

야 한다.

10.8. 제2차 및 제3차 RUPS는 전 RUPS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

도 10 (십)일 후 아무리 늦어도 21(이십일일)일 이내에 개최해

야 한다.

11. 합병, 통합, 인수, 분리, 파산선고 신청, 존속
기간 연장 혹은 해산 RUPS

11.1. 합병, 통합, 인수, 분리, 파산선고 신청, 존속기간 연장 혹은 해

산 안건

RUPS의 성회 요건은 정관에 총 발행주식의 3/4(사분지삼) 이상 참

석에 총 발행주식의 3/4(사분지삼)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러나 정관에 성회요건 및 의결요건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경우에

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2. 제1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RUPS를 소집할 수 있다.

11.3. 제2차 소집 RUPS는 총 발행주식의 2/3(삼분지이) 이상 참석으

로 성회하며 총 발행주식 3/4(사분지삼)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다. 그러나 정관에 성회 요건과 의결 요건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4. 제2차 RUPS 소집도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정족수/성회요건을 정하여 제3차 RUPS 소집

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11.5. 제3차 RUPS 소집서에 제2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

한 것과 제3차 RUPS는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에 기재된 정

족수/성원요건으로 RUPS가 개최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1.6. 제3차 RUPS 개최에 관한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다.

11.7. 제2차 및 제3차 RUPS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 7(칠)일전에 해

야 한다.

11.8. 제2차 및 제3차 RUPS는 전 RUPS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

도 10 (십)일 후 아무리 늦어도 21(이십일일)일 이내에 개최해

야 한다.

12. RUPS에서 표결권이 없는 자

12.1. RUPS에서 표결 시 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혹은 직원은 주

주의 대리인으로 표결 참여를 금한다.

12.2. 주주가 제삼자에게 RUPS 참석을 위임하고 주주 스스로 

RUPS에 참석 시에는 주주가 제삼자에게 제공한 위임장은 효

력을 상실한다. 다시 설명하면 주주와 대리인이 동시에 함께 

RUPS에 참석할 수 없으며 주주든 대리인이든 한 사람밖에 참

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13. RUPS에서 표결권이 없는 주식

13.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3.2.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의 주식 13.3. 회사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

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4. 주주 결의서    

총 발행주식의 전체 주주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RUPS 개

최 없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RUPS의 결의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 주주 결의서를 만들 수 있다.

법률상식



LITTLE MISS SUNSHINE
A  F A M I L Y  O N  T H E  V E R G E  O F  A  B R E A K D O W N

목은 오마주와 패러디의 경계선쯤에 해당할 것입니다. 

멜 브룩스가 <Blazing Saddles>나 <Spaceballs>를 

만들 무렵만 해도 패러디는 격조 있는 웃음을 제공

했습니다. 80년대 후반 들어 <Airplane!>으로 재미를 

본 데이빗 주커가 <Naked Gun> 시리즈를 양산하면

서부터, 패러디 영화의 질과 수준은 급전직하 낮아지

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Scary Movie>나 <Date 

Movie>, 또는 그것을 흉내 낸 국산 영화들은 끝까지 

봐주기가 어려운 지경이지요.

오마주나 패러디를 담은 영화들은 원본과 흡사한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판

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도 저도 아닌 표절

이 되고 마니까요. 

2. 장르영화 

비슷한 영화들의 두 번째 사연은 장르물이라는 특

성에 기인합니다. 캠핑 간 젊은이들이 정체 모를 살인

마에게 살해당하는 슬러시 무비는 제목만 다르지 죄

어딘가 서로 비슷하다고 줄긋기를 할 수 있을 법한 

영화들이 있죠. 영화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비슷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1. 오마주와 패러디 

 ‘경의’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오마주

(hommage)’는 감독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의 

작품을 인용함으로써 존경을 표하는 것을 뜻합니

다. 드팔마 감독이 <Dressed to Kill>에 히치코크

의 <Psycho>에서 오려낸 듯한 샤워 장면을 넣은 것

이라든가, <The Untouchables>에서 에이젠스타인

의 <Battleship Potemkim>의 오뎃사 광장 장면을 

흉내 낸 것 등이 오마주의 사례입니다. 타란티노가 

<Reservoir Dogs>에서 오우삼 감독의 <첩혈쌍웅> 

장면을 ‘오마주’ 소재로 삼은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

다.

패러디(parody)는 다른 작품들을 비꼬아 우스꽝

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Back to the Future>에

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Taxi 

Driver>의 명장면 

“Are you talking 

to me?”를 흉

내 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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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괴

수 영화들은 하나같이 그 

나름의 규칙을 따르고 있

고, 로드무비들은 성장과 

자아발견이라는 동일한 코

드를 담고 있으며, 두 형사

들이 짝을 이루곤 하는 버

디무비도 다들 서로서로 

닮아 있죠.

장르란 하나의 약속이므

로, 서로 다른 장르끼리 비

교하는 일은 거의 무의미

합니다. 조지 로메로와 조

지 루카스의 작품들을 견

주어 평하는 것은 국수와 

도 인습의 관행에 그토록 열심히 의지하는 사연도 ‘장

르영화’라는 게임의 법칙과 별반 다르지 않을 터입니

다.

3. 과잉 경쟁적 영화기획 

세 번째 비슷한 부류는 영화판이 비좁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영화는 집단창작물이다 보니, 기획 단계부

터 내밀한 제작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시나리오

들은 여러 제작사들의 손을 거치고, 아이디어들이 영

화관계자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이에 누가 누구를 베

꼈는지 가려내기도 어렵게 비슷한 소재나 내용의 영

화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곤 하는 겁니다.

1989년에는 느닷없이 심해 괴물영화들이 극

장가를 덮쳤습니다. <Abyss>, <DeepStar Six>, 

<Leviathan> 세 편이 거의 동시에 말입니다. 이 무렵

에는, 어른과 아이의 몸이 서로 바뀌는 영화들이 다섯 

편이나 돌아다니고 있었죠. <Like Father Like Son>, 

<Big>, <18 Again>, <Vice Versa>, <Dream a Little 

Dream> 등. 그나마 “이렇게 생긴 영화들 중에서 가

장 나았던” <Big>과, CG의 새 지평을 연 <Abyss>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화들은 서로 구별도 잘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햄버거를 비교하는 일 비슷합니다. 대신, 장르영화들

은 관객들의 ‘선입견 깃든 기대’라는 좁은 테두리 속에

서 독창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르영화라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아, 물론 최

근에는 ‘누가 누가 장르를 더 잘 파괴하나’라는 색다른 

게임도 생겨나기도 했지만요.

제 친구는 잘 만들어진 장르영화를 보면 “이렇게 

생긴 영화들 중에서 제일 재미있다”는 표현을 쓰곤 했

습니다. 그것은 그가 장르영화에 바치는 최대의 찬사

입니다. <Holiday Inn>이라든지 <Die Hard> 같은 영

화들이 그런 찬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르의 규칙

을 허물지 않으면서도 같은 장르의 다른 영화들보다 

뛰어난 영화를 관람하는 일은, 그 장르가 무엇이건 즐

거운 일입니다.

자고로, 모차르트건 미켈란젤로건 모든 분야의 장

인들이 이룬 가장 높은 성취는 그런 대목에서 드러나

는 게 아니겠습니까. 몹시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뭔

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말이죠. 규칙의 틀을 너무 멀

리 벗어나면 긴장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길 잃은 현대

미술처럼, 로버트 휴즈가 “새로움의 충격(The Shock 

of the New)”이라고 불렀던 일종의 해방감만을 남긴 

채 지루해지고 마는 거죠. 인간이 개성을 열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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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개봉했던 화산폭발영화 <Dante’s 

Peak>와 <Volcano>도 주인공과 내용이 헛갈리는 

쌍둥이 영화고, 갑자기 만화 펭귄들이 스크린을 점

령한 <Happy Feet>(2006), <Surf’s Up>(2007)도 

그런 경우입니다. 2006년에 개봉한 마술사 영화 

<Prestige>와 <Illusionist> 역시 내용은 서로 상당히 

다르지만 포스터만 보면 한 영화의 두 포스터같이 생

겼습니다.

1999년의 중국집 영화 <신장개업>과 <북경반점

>, 2000년의 소방관 영화 <싸이렌>과 <리베라매>, 

2002년 사내들의 육아일기인 <유아독존>과 

<키드갱>, 최근 들어 부정(父情)을 

소재로 한 <눈부신 날에>, <날

아라 허동구>, <아들> 처

럼 닮은꼴 영화들이 동

시에 개봉되는 우리 

영화계도 이런 현상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삼사년간 

홍수를 이루었던 조

폭영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닮은꼴 영화들은 치열

한 마케팅 경쟁이 빚어내는 부산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비유가 되겠

지만, 저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임신촉진제 처방을 받

은 산모들이 종종 출산하는 쌍둥이들이 연상되곤 합

니다.

4. 닮지 않은 비슷한 영화 

얼마 전 우리 식구들은 <Little Miss Sunshine>을 

함께 봤습니다. 코카인 중독자인 할아버지와 ‘성공’에 

집착하는 아버지, 자살을 기도했던 동성연애자 삼촌, 

진학할 때까지 묵언서약을 한 오빠 등 식구들이 주인

공 소녀를 어린이 미인대회에 데려다 주려고 자동차

로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블랙 코미디

입니다.

다 보고 나서 큰아들 녀석이 <라디오 스타> 비슷

한 영화라고 툭 한마디 던지더군요. 우리는 그보다 불

과 며칠 전에 로빈 윌리엄즈가 식구들을 데리고 자동

차로 여행하면서 온갖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애

를 되찾는 영화인 <RV>도 보았던 터였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재작년에 자동차를 몰고 캠핑장을 전전하며 

북미대륙을 횡단했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 로

빈 윌리엄즈의 고생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더랬습니

다. 그런 마당에, <Little Miss Sunshine>이 <RV> 비

슷하다고 하지 않고, 굳이 <라디오 스타> 비슷하다고 

말하는 녀석이 저는 신기했습니다.

실은, <Little Miss 

Sunshine>과 <라디오 스

타>는 성공과 실패의 

통념을 뒤집어서 들

여다보고 항변하

는 점에서 비슷합

니다. 이 두 영화

는 매사에 등수를 

매기는 삶의 바퀴

에 짓눌린 보통사람

들끼리 서로를 이해하

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일

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

다. 무엇보다도, 낮음 음성으로 천천

히 말하는 것 같은, 두 영화의 보행속도(pace)는 참 

비슷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비슷하지 않은 영화들이 내 마음 

속에서 남몰래 비슷한 인상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닮은꼴 영화들을 하나 둘씩 꼽

아보는 일은, 영화보기의 가장 큰 즐거움에 해당합니

다. <Little Miss Sunshine>과 <라디오 스타>를 같은 

칸에 꽂아두는 제 아들도 이제 자기만의 영화 서가를 

갖게 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혼자 실없이 흐뭇한 웃

음을 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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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신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보였고, 세계가 일

일 생활권으로 가까워진 지금 먼 나라 발생국의 이야기가 실재로는 

바로 내일 우리에게 조류독감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류독감이 주로 발생하는 후진국과 높은 

기술을 지닌 선진국 간의 공조체계를 확립, 조류독감 퇴치라는 공

론을 이끌어 내고 싶었던 것이죠”

공조라는 의미는 협력 동의를 얻어내 것이다. 작은 방송국의 힘

으로 거대한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열어 제쳤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열심히 했나 보구나’라는 가십거리로 화자 될 성 싶지만 6개월간 

제작진들의 치열한 노력의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0분 영상의 1,2부로 제작된 ‘플라잉 바이러스를 잡아라’는 4개

국을 넘나드는 촬영,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

아어 등 8개국어로 번역되어 전세계로 방영될 만큼 탄탄한 기획력

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작은 방송국의 제작 여건의 한계를 뛰

어넘은 ‘대단한 것’이었다.

1부는 인도네시아, 중국 등 가금류들을 많이 사육하고 또한 식재

료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를 방문하여 위생상태등을 점검하고 전세

계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자들 중 상당수가 두 나라의 양계사육, 

유통업자들임을 발견한다.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이 조류인플루엔

자 감염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지는 대목이다. 자카르타의 맘빵 주

거지역 뒤편에 있는 가금류 시장, 닭 도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주민의 작업장엔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이 도살되는 닭이 매일 

200-500여 마리씩 팔려나가고 있다. 중국의 한 오리 농장주인은 그

의 입으로 오리주둥이로부터 이물질을 직접 제거하고, 하나의 주입

구를 수천마리의 오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위생적 작업환경을 

그려진다. 최근 중국에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서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자국 올림픽 선수단의 

식재료를 본토에서 공수하겠다는 공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2부는 바이러스 청정지역을 꿈꾸는 각국의 노력을 담아냈다. 제

작진은 먼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의 지

인도네시아. 많은 잠재력과 오명이 뒤섞여 섣불리 판단하기 어

려운 나라이다. 한국의 많은 매체와 미디어에서 인도네시아가 집중 

타격을 받는 것은 몇 되지 않는다. 크게 나눠보면 인간재해라고 경

고받고 있는 자연재해와 경제관련 뉴스 두 가지 갈래다. 1976년 최

초 대사관 관계수립 이후 2006년 12월 한-인니 성사된 ‘전략적 동

반자 관계’로 인해 역사상 최대의 경제활성화가 진행되고 있고 양

국관계도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잠재

력과 인니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이 인도네시아의 밝은 미래를 보

여주는 듯 하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반다-아체를 휩쓸어 수십만

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 2006년 중부자바를 뒤흔든 대지진, 잦

은 항공기 추락 참사, 세계 1,2위를 다투는 부폐지수, 수백명의 목

숨을 잃은 여객선 침몰, 그리고 매년 그 세계(?)기록을 갱신하고 있

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보고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어두운 면

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작은 한국 방송국 5명의 한국인과 10여명 남짓의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근무하는 OKTN(KBS World)는 약간의 긴장

감이 맴돌고 있었다. 한국인삼공사 및 LG 전자의 후원으로 아리랑 

TV와 함께 기획하고 제작한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를 주제로 한 ‘플

라잉 바이러스를 잡아라’ 프로그램이 내일이면 전세계에 방영되기 

때문이었다.

작은 방송사가 전세계 시청자를 상대로 제작했다는 것도 큰 이

슈가 되겠지만 왜 하필 조류독감일까? 프로그램 총 제작을 지휘한 

안근효 OKTN 이사의 말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가까운 미래 

세계적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류독감에 관한 관련 기관의 행

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제작 시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일

반 시청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조류독감 관련 정부기관부서와 단체

들이었습니다. 조류독감 인플루엔자에 관련해 기관과 단체, 국가간

의 이권개입, 매체들의 앞다툰 선정보도 등이 원인이 되어 조류독

감 발생국들의 숨기기식 행동이 곧 조류독감에 관한 원천적인 연구

플라잉
 바이러스를 잡아라
Catch the flying Virus

조류독감 퇴치 위한 OKTN의 노력이 전 세계의 마음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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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되찾은 한국의 노력을 보여준다. 쾌적한 

양계환경과 조류독감 발병 시 국가의 체계적 신속한 대응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홍삼이 주기적으로 투여된 

실험 쥐의 조류독감 저항력이 시 그렇지 않은 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내 홍삼의 효능을 증명해 낸다.

또한 조류독감 연구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뛰어든 일본

의 국가적 차원의 방역시스템을 보여준다. 일본은 백신을 판매하

는 몇몇 국의 하나로서 지금은 혹 발생될 수 있는 변형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연구 개발 중이다.

다시 인도네시아로 건너온 제작진은 제작 초기와 사뭇 다른 인

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낸다. 이국의 나라 법

인인 ‘LG 전자 인도네시아’의 수년간의 연구 끝에 상용화를 눈앞에 

둔 항 바이러스 기능 에어컨 개발 노력,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과 노

력의 결과 인도네시아는 제작진의 철학을 수용하고 한국에 7가지 

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4국에 조류

독감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점

점 가까워 지고 있는 세계는 더 이상 질병의 경계가 

없어 질병예방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더불어 협

력공조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더

욱 강조되더군요.

우연일까? 프로그램 제작이 막바

지에 이를 무렵, 한국에 조류독감이 발

생돼 제작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했지만 조

류독감에 대한 고조된 관심 속에 아리랑 TV를 타고 

전국에 방영된 ‘플라잉 바이러스를 잡아라’는 한국의 각 관

계부처와 국민,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방영 후 많은 언론사들이 그 뒤를 따랐고 조류

독감에 대한 보도 태도는 상당히 신중했다. 관심 끌기 식 보도에 익

숙해져 있던 언론사들을 정도(?)의 길로 이끌었던 이유는 프로그램

이 표방했던 잔잔함과 한.중.일.인도네시아를 넘나들며 철저한 사

실에 기반한 탄탄한 줄거리였다. 

제작 후반 조류독감 최대 오명국 인도네시아에서도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니정부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조류독감 샘

플 공개라는 대박(?)을 터트린것이다.  이현범 PD는 그때의 감격

을 이렇게 전한다.

“처음 제작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했었죠. 하지만 저희들의 끈질긴 설득의 결과 한국에 조류

독감 샘플 7가지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조류독

감 샘플이 타국으로 팔려나간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얻어내는데 있어서 반신반의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

네시아의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었다는 것, 뭔가를 성취했다는 것

이 전율로 다가왔습니다”

OKTN의 노력이 공중을 빠른 속도로 유유히 비행하고 있는 조

류독감 인플루엔자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OKTN 혼자의 힘으로

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 180여 개국으로 퍼져 조류독감을 퇴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모든 관련 기관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국익의 이기성을 넘어 진정

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세계적 재앙을 미

리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첨병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는 것에는 

의심할여지가 없어 보인다.

취재: 김영민 편집위원

조류독감 샘플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인도네시아는 조류독감 최악

의 오명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조류독감샘플을 공개함으로써 대의

적인 공조체제의 모습을 드러낸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현장을 취재, 조류독감의 진실을 담아

내려 했던 이경석 PD는 현장 취재의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조류독감의 이미지는 결코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

류독감 발생국은 국가이미지 추락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일 입게 마련이다. 국가이기주의가 만들어 내고 있는 어두운 

면입니다 중국은 입국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클린 베이징 올림픽이

라는 모토로 중국은 자국의 깨끗한 이미지만을 강요하고,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게 되는 사항에 관한 일체 모든 촬영을 철저히 봉

쇄하는 왜곡된 국수주의의 양태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한,중,일, 

인도네시아 4국을 돌다 보면서 조류독감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이

4개국을 넘나들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아내려 했던 이경석 
PD가 OKTN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Catch the flying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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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씨

Jl. By Pass Ngurah Rai No.7 Kuta Bali
Tel. 0361-752-961   www.lavenderbali.com

“오픈을 한지 얼마 안됐고 룸 타입의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 호텔

서비스에 100% 만족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위

한 서비스 만큼은 5성급 호텔 이상을 자부합니다”

발리에 한국인 경영 비즈니스 호텔이 오픈 했다. 공항에서 5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라벤더 호텔 & 스파’는 휴양지로 유명한 사

누르비치, 꾸따비치와도 인접해 있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감미로

운 음악을 몇 곡 듣다 보면 다을 수 있는 곳에 누프타, 루느와르,사

누르, 한드라 골프장을 두고 있어 호텔 요충지로서의 자격을 갖추

고 있다.

이 호텔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한국인이 경영한다는 점이

다. 총지배인으로 있는 박영숙씨는 혹 불편할 수 도 있는 언어문제를 

친절하게 해결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어느 때든 그 

특유의 친절한 배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아침식사 메뉴를 준비해 놓고 있다. 일반 호텔식 뷔폐 대신한국인 손

님의 다소에 따라 5성급 호텔에서도 맛보기 힘든 한국음식을 즐길 

수 있다. 만약 특별한 음식주문을 원한다면 미리 주

문하시길……

또한 라벤더 호텔에서는 발리 전통 아로

마테라피 스파를 자랑스럽게 내 선보이고 

있다. 손님의 취향에 따라  스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 놓고 있는 호

텔은  3층 객실을 이용한 스파 전용 독립

된 방에서는 교육받은 스파 전문가

들로부터 발리 특유의 전통 아로

마 테라피를 편히 받을 수 있는 안

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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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과 국립 UGM대
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

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취업규칙(사규)의 작성
인도네시아 新 노동법 및 장관령에서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취업

규칙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취업상의 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항목 등 노사쌍방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취

업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업규칙이 노동법에 기초하

여 올바르게 작성 및 신고 되고 또 회사 내부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

하고 적법하게 변경 및 개정이 될 때 비로소 회사운영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업규칙 관련 자주 보는 문제사례로써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고 노동부에 

승인도 받지 않고, 사원들에게 공표하거나 설명하지도 않고 무슨 보물이나 비밀

이라도 되는 것처럼 금고 속에 방치해 두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어떤 근

거에 의거 사원들을 관리하고 회사를 운영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써는 현행법규에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사원들을 이에 따

르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근본적으로 위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기 언급한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감안 취업규칙이란 무엇이

고,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작성 및 승인을 받는지, 어떤 내용을 포함시

켜야 하는지 등 취업규칙 관련한 제반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업규칙(Peraturan Perusahaan)이란?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서 이에 소속하는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세목 등을 정한 규칙을 말하며, 사규/규칙/공장규칙/종업

원규칙 등의 명칭을 갖고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다.

2. 취업규칙은 왜 필요한가?

기업은 기업시설 및 기업조직과 근로자로부터 제공되는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합

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기업시설, 조직과 노동력을 어떻게 결부시

켜 조직적/통일적으로 운영하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

과 규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장규율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한 성문

의 규범이 노사쌍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3. 관련근거?

1)	 0̀3년 新노동법, 111조~115조

2)	 장관령 사규 작성/승인 절차 및 단체협약 체결/등록

에 관한 장관령 No.48/Men/VI/2004 

4.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

1)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사규를 작

성할 의무를 갖는다.

2) 단일 회사 내에는 해당 회사 전체사원에게 적용되는 

1개의 사규만 유효하다.

3) 해당 회사가 지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全 지점에 적용

될 수 있는 母 취업규칙을 만들고 각 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子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다.

4)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회사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1) 취업규칙은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b.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c. 근로조건

d. 회사 규범

e. 사규 유효기간

2) 취업규칙 세부 사항: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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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a.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b.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휴일/휴가 및 교대 근

무에 관한 사항

c.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시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d. 고충해결에 관한 사항

e. 근로수칙에 관한 사항(결근, 지각, 조퇴, 징계)

f. 해고에 관한 사항(각종 근로관계 해지)

g.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h.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i.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j.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k.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l.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

용될 사항 등이다.

6. 취업규칙의 제정/변경권한은 누가 가지는가?

를 유첨하여 취업규칙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 취업규칙의 승인권자?

회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 시/군의 노동 관련 책임기관장

(노동부 소장)

8. 취업규칙 승인 신청시 구비 서류

1)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

a. 회사 이름 및 주소

b. 회사 대표 성명

c. 회사 영업 지역

d. 회사의 형태

e. 사업 종류 및 분야

f. 성별 사원수

g. 근로관계

h. 최고 급여 및 최저 급여

i. 노동조합 이름 및 주소(조합이 있을 경우)

j. 노동조합 등록번호(조합이 있을 경우)

k. 취업규칙 유효기간

l. 취업규칙 승인 차수

2) 사용자가 서명한 3부의 취업규칙

3) 노동조합 또는 사원대표에 건의사항/검토의견을 요

청하였다는 증명

9. 취업규칙 유효기간: 

1) 취업규칙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시 의무적으로 갱신하여야 함.

2) 취업규칙 유효 기간 중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협

상을 희망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 체결 협상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

을 경우 취업규칙은 유효기간 마감시까지 지속적으

로 유효하다.

4) 유효기간이 종료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신규 단체협

사규 초안 작성
사원대표/노동조합

의견개진
사원대표/노동조합

의견접수
건의사항 및 의견

검토

노동부 승인 신청노동부 검토수정/보완노동부 승인

취업규칙의 작성은 회사의 의무이며 회사가 책임을 진다. 

단, 취업규칙 작성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사원대표의 건의

나 의견을 참조해서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 분쟁이 일어 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취업규칙 작성/승인 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 초안을 반드시 사원대표 또는 노동

조합에 전달, 건의 사항 및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취업규칙 초안에 대한 사원대표 또는 노

동조합의 건의 사항 및 의견은 사원대표가 취업규칙 

초안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근로일 기준 14일 이내

에 사용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사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건의사항 및 의견

을 검토함.

4) 14일 이내에 사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건의사항 또

는 의견이 없을 경우 사용자는 사원대표 또는 노동조

합에 건의사항 및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는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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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사규)의 작성

약의 서명시점 또는 신규 취업규칙의 승인 시점까

지 유효하다.

5) 단체협약의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취업규칙 유효기간 만료시점 이전 취업규칙의 개정

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

하다. 

7) 개정된 취업규칙은 노동부 장관 또는 권한을 갖은 담

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10. 취업규칙 사본 배포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내용설명 및 사본의 배포

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1. 노동관련 기관 책임자의 의무:

1) 서류 구비 현황 확인은 물론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 

법규 보다 낮은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해당지역 노동부 소장은 취업규칙 승인 요청서 접수

후 근로일 기준 30일 이내에 취업규칙을 승인하고 승

인서를 발행할 의무를 진다.

3) 취업규칙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 법규에 배치될 경우 노동기

관 책임자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근로일 기준 7일 이

내에 서면으로 요청서를 반환하며 보완 또는 수정

을 요청한다.

4) 회사는 보완 또는 수정된 취업규칙을 반환 시점으로

부터 근로일 기준 14일 이내에 노동관련 기관에 제

출한다.

5) 사용자가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회

사는 취업규칙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취

업규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취업규칙은 노동기관 책임자가 승인을 한 시점부터 

유효하다.

12. 취업규칙의 연장:

1) 사용자는 늦어도 사규의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이전에 노동기관 책임자에게 연장 승인 신청을 하

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취업규칙 연장승인 신청은 상기 8.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 연장에 있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사원대표간 합의된 

사항이어야 한다.

13. 취업규칙의 개정:

1) 회사가 현행 취업규칙의 유효기간 중 그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사원대표

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변경은 노동기관 책임자의 재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4. 기타: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현행 법규 규정과 배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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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 취업규칙 작성의 예:

목차(Daftar isi)

전문(Mukadimah)

제1장  총칙(Peraturan Umum) 
제 1 조     회사(Perusahaan)

제 2 조     사원(Karyawan)

제 3 조     사원의 가족(Keluarga karyawan)

제 4 조     업무(Tugas)

제2장  채용(Penerimaan karyawan) 
제 5 조     채용 전형(Pemilihan karyawan)

제 6 조     사원의 자격요건

              (Persyaratan umum penerimaan karyawan)

제 7 조     수습기간(Masa percobaan)

제3장  인재개발 (Pengembangan karyawan)
제 8 조     기본방침(Kebijakan dasar)

제 9 조     교육훈련(Pelatihan)

제 10조     직위/직급체계(Golongan/jabatan)

제 11조     승진(Promosi)

제4장  휴직/복직(Pembebasan tugas sementara/Kembali kerja) 
제 12조     휴직사유(Alasan PTS)

제 13조     휴직의 영향(Pengaruh PTS)

제 14조     휴직자의 의무(Kewajiban karyawan PTS)

제 15조     복직(Kembali kerja)

제5장  고용해지(Pemutusan Hubungan Kerja) 
제 16조     고용해지 사유(Alasan)

제 17조     자진퇴사(Pengunduran diri)

제 18조     정년(Pensiun)

제 19조     수습기간중 고용해지(PHK dalam masa percobaan)

제6장  복무(Dinas) 
제 20조     사원의 권리(Hak-hak karyawan)

제 21조     사원의 의무(Kewajiban karyawan)

제 22조     신상변동의 신고(Laporan data-data pribadi)

제 23조     회사재산의 관리/보전(Penjagaan harta perusahaan)

제 24조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Jam kerja dan waktu istirahat)

제 25조     출근(Kehadiran/Masuk kerja)

제 26조     결근(Absen/Tidak masuk kerja)

제 27조     지각(Terlambat masuk kerja)

제 28조     조퇴(Ijin pulang)

제 29조     결근/지각/조퇴의 영향

               (Pengaruh absent, terlambat dan ijin pulang)

제 30조     외출/이석

               (Meninggalkan pekerjaan pada waktu jam kerja)

제 31조     면회(Penerimaan tamu)

제 32조     직무교대(Pergantian shift)

제 33조     입문금지/최장명령

                 (Larangan masuk/perintah untuk meninggalkan tempat kerja)

제 34조     연장근로(Kerja lembur)

제 35조     출장(Perjalanan dinas)

제 36조     업무인계(Penyerahan tugas)

제 37조     당직(Tugas jaga)

제 7 장  휴일/휴가(Hari libur/Cuti) 
제 38조     휴일(Hari libur)

제 39조     연차휴가(Cuti tahunan)

제 40조     생리휴가(Istirahat haid)

제 41조     출산휴가(Cuti melahirkan)

제 42조     경조휴가(Cuti suka-duka)

제 43조     공가(Ijin meninggalkan tugas dengan mendapat upah)

제 44조     병가(Istirahat sakit)

제 45조     임시휴업(Penangguhan usaha sementara)

제 8 장  급여/복리후생
           (Sistem pengupahan dan kesejahteraan karyawan) 

제 46조     급여제도(Sistem pengupahan)

제 47조     급여의 계산(Pembayaran upah)

제 48조     급여계산 기간(Masa perhitungan upah)

제 49조     급여인상(Peninjauan perubahan upah)

제 50조     급여의 공제(Pemotongan upah)

제 52조     구속시 가족 보조금

               (Bantuan keluarga karyawan yang ditahan)

제 53조     정직시 급여(Upah dalam skorsing)

제 54조     휴업중 급여(Upah selama penangguhan usaha)

제 55조     연장근로 수당(Upah lembur)

제 56조     직책수당(Tunjangan jabatan)

제 57조     교대수당(Tunjangan shift)

제 58조     야근수당(Tunjangan kerja malam)

제 59조     만근수당(Premi kehadiran)

제 60조     의료수당(Tunjangan pengobatan)

제 61조     종교명절 수당(THR)

제 62조     상여금(Bonus)

제 63조     경조수당((Tunjangan suka-duka)

제 64조     Jamsostek

제 65조     기타 복리후생(Kesejahteraan lain-lain)

제 9 장  안전 보건(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제 66조     안전관리(Manajemen keselamatan)

제 67조     안전작업(Keselamatan kerja)

제 68조     보건관리(Manajemen kesehatan)

제 69조     건강증진(Pemeriksaan kesehatan)

제 10 장  상벌(Penghargaan dan sanksi) 
제 70조     포상(Penghargaan)

제 71조     징계(Sanksi)

제 11 장    기타(Lain-lain) 
제 72조     고충처리(Penyelesaian keluh kesah karyawan)

제 73조     기밀유지(Rahasia perusahaan)

제 74조     유효기간(Masa berlaku)

제 75조     규정의 해석(Penafsiran)



교민 여러분!  반갑게 인사 드립니다.  니콜라스 입니다. 지금은 그

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군 복무 시 통역 장교 2년 포함, 지난 30년 동

안 직장/사회 생활을 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뜻 하는 대로 영어

로 말하거나, 영어로 나오는 영화나 뉴스를 좀 더 편하게 이해하며 

들을 수는 없을까?” 또는“영어로 된 책이나, 신문, 잡지를　사전을 

덜　찾아보고도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없을까? " 라고 얼

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지 헤아릴 수 조차 없었읍니다

아무도,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러한 고민들을, 다양

한 체험을 통해 깨우쳐 얻은 니콜라스의 체험 영어 ‘Know-How’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눔의 기회를 갖고 싶던 차에, 인도네시아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진정으로 배움 및 도움이 될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승은호 한인회장님의 뜻과 본

인의 바램에 따라, 한인 뉴스에 실용적인 영어 강좌를 개설, 게재하

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게재할 내용은, 거의30년 동안 매일 영어를 써야 했던 본

인의 현장 체험과 다방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지사 근무자, 무역

업자, 국제업무, 각종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직장간부，

경영인，사업가)들, 그리고 학생들(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초, 중, 고

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이나 유학준비 중인 분들), 영어교사, 그리

고 결혼과 함께 영어를 잊고 사시는 가정 주부들과 영어회화에 자

신이 없는 분들과 영어향상에 뜻이 있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

들, 또한 당장 영어를 향상시켜야만 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어느 교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살아있는 영어 표현들을 위주

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번 1회는 특집으로 꾸미며, 배경 설명과 함께 4쪽으로 하고, 

2회부터는 실용적인 영어를 집중적으로 다루되 1 쪽에 게재하는 것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게재될 내용은 본인이 6대륙, 70여 

개 국적의 외국인과의 현장 대화, 발표, 회의, 상담, 이메일, 편지들, 

직접 시청한 영화, 드라마, 뉴스, 스포츠 중계, 그리고 읽어 본 신문, 

잡지, 전문지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위해 간단히 

니콜라스의 경력을 소개합니다.

본인은 2년 여 동안의 통역장교, 4년 간의  ‘대림산업’, 전자회사

인 ‘INKEL’, 미국의 다국적 금융기업인 ‘American Express’ 신용카드

회사, 만 8년 동안의 ‘Citibank’ 압구정 지점장과 강남 5개 지점 본부

장 재직, ‘FILA Korea’, ‘FILA Indonesia’,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연예인 

Management 회사인 ‘EMS 스타가족’, 그리고2000년 3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KORINDO GROUP’ ASPEX Paper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회사들은 본.지점과의 업무 교신, buyer들과의 상담, 

또는 Agents 들과의 Communication등, 모든 것이 영어를 기본으로, 

아니 어쩌면, 그야말로 생활로 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본인

의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30여 년 동안  ‘건설’,  ‘전자’,  ‘신용카

드’, ‘은행/금융’, ‘연예’, ‘스포츠 브랜드’, ‘제지’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

며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살아있는 표현의 

영어를 만드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

면 먼저 영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영어 교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정해진 한 마디 

씩 하는 대화식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대편 외국인이 

다양한 화제로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로 답한다는 데 

있습니다. 별 것도 아닌, 시시콜콜한  화제를 갖고도 어떻게 그렇게 

할 말도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겨우 알아듣고 내

가 뭔가 할 말이 생기면 이미 상대편은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3사람 이상이 모여 있을 때는 더 황당한 상

황이 발생합니다.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는 알아 들을 수도 없는데, 

뭔가 얘기는 해야겠고, 그러나 그럴 틈은 안 주고, 결국 신경을 곤두

세워 귀를 기울이다가 주위에서 웃으면 대충 이해가 되었다는 듯이  

썩은 미소를 짓고 가끔씩 상대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있는 것처럼 고

개를 끄떡이기도 무수히 하겠지요. 그러다 아주 가끔 그래도 조금 씩 

들리는 단어가 있으면 ‘Really?’ 또는 ‘Oh, Yeah?’ 등만 반복하다가도 

전부를 이해 못할 경우, 등에 식은 땀을 흘렸던 경우도 허다했을 것 

입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을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중에서 파는 영어 교재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한 문장, 상대편이 한 문장씩 하는 대화는 절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데 있다는 것 입니다. 교재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

황이나 문장이 나올 확률은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1,000 번(천 번)에 

한 번 있을 까 말까 하는 희박한 것 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핵심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 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먼저 우리말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이용해 문장을 구성해서 구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입니다. 우리가 어떻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짱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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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또 만든 문장의 의미가 맞는

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가장 쉽고 옳은 방법은 외워서 기

억되어 있는 머리 속의 Data Base(기억의 토대)를 끄집어 내서 사용

하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외워야 한다”는 것 입니다. 

모국어가 아니라면, 모든 외국어 구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단어를 

외우듯이 문장을 외워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넌 양반은 못 되는구만.’ 

을 영어로 구사하면, ‘Speak of the devil, you come.’인데 우리 말을 

영어로 만들어 구사할 경우 어느 외국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

=note). Speak of the devil. 회화체로서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 때 막 나타날 때 쓰임(devil의 원래 뜻은: 악마, 악당)

그래서 본 ‘니콜라스의 체험영어’는 ‘나 한 마디, 너 한 마디'식의 

교과서식 기존 틀을 탈피하여 아주 커다란 상황별 범주(Category), 

즉, 예를 들어 1) 학교/연애/사랑/결혼, 2) 가정/생활영어, 3) 전화영

어, 4) 골프 영어, 5) 음식/접대, 6) 속담/격언/명언, 7) 직장/발표/회의, 

8) 출장/여행, 9) 경제/금융/재정, 10) 정치/사회, 11) 패션/쇼핑, 12) 의

학/건강, 13) 영화에 자주 나오는 법/경찰/액션, 14) 이 메일/영문편

지, 15) 연예계/Media, 16) 축구, 17) 기타운동, 18) 미국영어/영국영

어, 19) 틀린 발음, 20) 숙어/유용한 부사, 21) 유용한 명사, 22) 알아 

두어야 할 형용사, 23) 두 단어 영어, 24) 인터뷰 영어, 25) 약어 등의 

관련 영어를 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실제로 자주 쓰이고 유용한 것 

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막힘이 없이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이며, 특히 니콜라스의 체험영어는 다른 교재

와 달리 대부분 미국영어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 졌다는 것 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학교 교재의 근간이 대부분 영국 (BBC방송

국이나 Oxford대학 등)에서 제작된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

에 영국식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는 반면,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듣

고, 보고, 말하고, 읽는 영어는 거의 미국영어 이기 때문에 이에 적

응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

지’하면 ‘Trousers’로 배워왔는데, 그것은 영국영어로서, 미국영

어로는 ‘Pants’를 쓰고 ‘긴 바지’는 ‘Long Pants’,  ‘반바지’는 ‘Short 

Pants’를 씁니다. 그런 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팬츠(일명 빤쓰 라고 

부르는 속옷)’는 영국영어에서는 ‘Pants’로 쓰지만 미국영어는 주로 

Underpants나 underwear를 씁니다. (가끔 pants를 쓰기도 한다.) 또

한, ‘수신자 부담 전화통화’의 미국영어는 ‘Collect Call’ 이지만 영국

영어는 ‘Reverse Charge Call’로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미국

영어는 일반적으로 ‘Lawyer’이지만, 영국영어는 Solicitor(사무변호

사)와 Barrister(법정 변호사 =미국영어 Attorney)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 (주) District Attorney(=DA)는 미국영어로써 일반적인 ‘검사’ ‘지방검

사’의 뜻이다. Attorney General 은 ‘검찰총장’이다.

필자도 외국어대학교에서 좋은 학점으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

고서도 수 년 동안은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만, 그 개구리가 다국

적 기업에서 일을 해 보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했던 30년의 Know 

How를 보태 이 번 기회를 갖게되었으니, 여러분들 모두 영어 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부터 처음 6개 분야의 문장 5개 씩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The sooner, the better! 또한 연습만이 완

벽하게 하는 법 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1. 학교,연애,사랑,결혼

1) 가능한 빨리 갈게 :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 as soon as 

possible=ASAP)  

㈜ 가능한 빨리 집에 갈게. I will be home as soon as I can.

2) 거시기가, 뭐라 그럴까, 거시기 하네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라고 얘기할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 Whatchamacallit, how 

can I put it, that is beyond my description. 

(주) whatchamacallit : 구어체로서 a word you use when you cannot 

remember the name of something의 의미이며 ‘What you may call 

it’을 빨리 발음하면 됨. that is beyond my description 대신 words can’t 

describe it 을 써도 된다. how can I put it 표현하다(뒤에 듣기 별로 안 좋

은 얘기가 주로 나옴) 

3) 거짓말을 너에게 할 이유가 내겐 없어 : I have no reason to lie 

to you. 

㈜. no reason to do. 무엇 할 이유가 없다.(관용구)

4) 결혼한 남자의 지갑에 누구의 사진을 갖고 다니는지를 보면 그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 You can gauge 

how long a guy has been married by whose photo he carries in 

his wallet.

 * (주) gauge 재다, 측정하다, 쉽게는 guess(추축하다), judge(판단하

다)를 써도 됨.

5) 고민하지마/ 내가 돈 꿔줄 게 : Don’t sweat it./ I will lend you the 

money. * 

(주) 미국영어 임, No sweat! = No problem! 걱정 마, 문제없어! (예).아

직 그들에게 얘기 하지마./ 애좀 먹게 놔둬. Don’t tell them yet. Let them 

sweat a bit first. (주) 여기서는 ”땀을 흐르게 만들다, 애 먹게 만들다”의 

뜻. No sweat 라는 구절을 처음 들은 것은, 1979년 통역장교 시절 경

기도 모처에 있는 미군 공병대대에서 미군 병사로부터 들었음, 그리

고 감사합니다(Thank You)에 대한 응답으로 ‘천만에요, 뭘요’ 는 ‘You 

are welcome.’ ‘Don’t mention it.’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은 ‘No 

problem.’을 훨씬 많이 쓰고 있음. 

2. 가정/생활

1) 가득 채워줘(기름)!  : Fill it up please! ㈜.Refill, please! (커피 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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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좀 채워줘요.)

2) 가만히 있어! : Keep staying!

3) 가만히 좀 놔줘 그를 : You’d better give him some space.= Leave 

him alone.

4) 가면서 말해줄게 : I will tell you on the way. 

㈜ 가고 있는 중이야. I am on my way. 또한 on one’s way to 명사(사무

실, 공항, 식당 등); 어디로 가는 중

5) 간단히 목욕 좀 할게 : I am going to take a quick shower. 

(주) 빨리 전화 한 통화 할게. / 빨리 커피 한 잔 할게. I am going to make 

a quick phone call. / I am going to have a quick coffee. 샤워하다. take 

a shower.

3. 전화

* 처음으로 전화할 경우. Initial contact   　

  우선 국제전화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 지역시간을 고려하여야 하

며, 일의 효율성이나 국제전화 비용 절감을 위해 말하고자 하는 내

용을 요점별로  (point by point, bullet points) 적어 놓고(write down, 

put down, jot down, take down) 통화하는 습관을 꼭 길러야 한다. 그

리고 항상 자그마한 업무용 수첩(Business Diary)을 휴대하면 여러 

가지로 편할 것이다.

1) 서울에서 전화하는 니꼴라쓰 김인데, Smith 씨를 바꿔 주십시오.

Good Afternoon. This is Nicholas(Nicolas) Kim calling from Seoul, 

Korea. I'd like to speak with Mr. Smith. (= May I speak to Mr. 

Smith? = Can I talk with Mr. Smith, please. = Would you put Mr. 

Smith on the line? = Would you put me through Mr. Smith? = 

Could you transfer me to Mr. Smith? = Could you connect me 

to Mr. Smith? =Could you get hold of Mr. Smith? = Mr. Smith, 

please.) 

(주) Mr. Smith, extension 007, please. = May I have extension 007, Mr. 

Smith, please. = Could you get me extension 007? (구내선 번호를 알 

경우)

(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쓰면서 특히 몸에 익숙해야 

할 것들은 Please, Thank you, No thank you, Excuse me, Sorry 등을 써

야 할 때 못쓰는 것이다.

2) 실례지만 누구시죠 ?

May I know who is calling? = May I know who is on the line? = 

Whom (Who) do I have on the line? = Whom (who) am I speaking 

to? = Who is calling, please? = Who is this, please?

3) 서울 EMS 회사의  Nicolas Kim입니다.

This is Nicolas Kim of EMS company of Seoul.

(주). I am --- 이라고 하면 안되고, 항상 This is --- 로 시작할 것.  My 

name is --- 은 무방하다.

4) 다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Pardon? =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Could you 

repeat it, please? = May I have it again, please? = W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 Sorry, I didn't get it. Please tell me again.= 

Sorry, I didn't catch it. Please tell me one more time. 

㈜. Do you hear me? = Can you hear me? (내 말 들리니?), 잘 안들리는

데 천천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Sorry, I don't hear you clearly. (= 

I don't hear you well.= I don’t hear you clear. : clear는 부사임.), Would 

you speak (a little bit) slowly and louder? 지금은 어떻게  들리니? 잘 들

리니? How do you hear me right now?  Is it OK now? 몇 번이죠? What 

number is this? 몇 번이죠?/ 몇 번에 거셨죠 ? What number are you 

trying to reach? 몇 번에 거셨죠 ?

5) 스펠링이 어떻게 되시죠 ?

How do you spell your name, please?

* N for November, I for India, C for Charlie, O for Oscar, L for 

Lima, A for Alpha, S for Sierra. Nicolas, that is my first name. 

And, my family name is Kim. Kilo's K, India's I, and Mike's M. 

(주1). 우리에게 외국인의 이름이 낯선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이름에 

익숙해 있지 않다. 그들에게 Kim이란 이름은 Kimberly 란 여자이름의 

애칭으로 알고있다. (Kim Besinger, Kim Nobac등 Hollwood 여배우 이

름), 더구나, Kim 이란 이름이 성 (Famliy name)이라고 알려줘도, 너무

나 많은 Kim 씨 성에 매우 당황하고 있음을 주지 바란다.

(주 2). 예전 미국의 하원의장(House Speaker)을 지낸 사람의 Family 

name 은 Mr. Gingrich(깅그리치) 이고, 본인이 1998, 1999년도에 

수 십 차례 만났던 미국 Consulting Firm(경영 자문회사)의 Legal 

Consultant(법률자문)의 성은 Mr. Gingerich(깅거리치)이다. 또한 

Nicholas, Nicolas, Nick은 남자 이름이지만 Nicole, Nikki 는 여자 이름

이다.(Nicole Kidman: 영화배우 Tom Cruise의 전 부인)  인명, 지명 등 

을 유선 상으로 말 할 때는 특히 주의 하여야 하는데 Air Line, Hotel , 

Information 등의 Telephone Operator나 Receptionist, 또는 Secretary, 

Travel , International Business 업종에서는 spelling을 얘기할 때, 특히 

다음과 같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군사약어에 익숙해 있다. 외우고 있

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 Alpha, B; Bravo, C; Charlie,  D: Delta, E; Echo, F; Foxtrot, G; 

Golf, H; Hotel,  I; India,  J; Juliet,  K; Kilo,   L; Lima,  M; Mike,  N; 

November, O; Oscar, P; Papa, Q; Queen,  R; Romeo, S; Sierra, T; 

Tango, U; Uniform, V; Victor, W; Whisky, X;X-ray, Y; Yankee, Z; 

Zulu ㈜ Foxtrot 는 발음이 어려워 Fox나 Fanta 도 많이 쓰임

4. 골프

1) 골프 결과는 신발(또는 장갑)을  벗어 봐야 안다. 

The game is not over yet. = It is not over until it’s over.( not~until 

: 무엇해서야 비로소 무엇하다.) = We have to wait and see it until 

the last hole. = Nobody knows what will be happening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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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of the holes. = Who knows the results of the golf game? Only 

God knows it. = Nobody knows what will be happening at golf 

course until we walk off 18 holes. = Golf is 18 holes game. Who 

knows what’s next? = Golf is not over yet.

2) 정말 못 믿길 정도로 대단한 선수군요. : I just can't believe 

this guy. He is unbelievable. : 2002년 3월에 있었던 ‘Players 

Championship’ Golf 대회에서 마지만 3홀을 남기고 eagle, birdie, 

par 로 역전 우승한 New Zealand의 Criag Perks선수를 두고 해설

자와 Tiger Woods가 한 말로 “정말 이 선수는 믿기지 않을 정도

로 대단하군요"의 뜻 이다. 

(주). I just can't believe my eyes and ears. : 정말 내 눈과 귀를 못 믿

을 정도야.

3) 난 골프를 잘 못쳐. : I am not a good golfer. 

(주1) 난 무엇을 잘 한다, 또는 못한다 할 때는 He is a good singer.(그

는 노래를 잘해) She is a good dancer. (그녀는 춤을 잘 춰) You are a 

good swimmer. (너 수영 잘 하는구나) I am not a good drinker. (난 

술 잘 못해)  My wife is good cook.(내 아내는 요리를 잘 해) 등으로 

표현한다. ㈜ cooker는 주방요리 기구 이므로 cooker로 쓰면 안 됨. 

(주2) Be동사 + good at +동사ing 도 <무엇을 잘한다>의 뜻이다. 

(예). I am good at playing golf. He is good at singing. She is good 

at dancing.등등

4) 오(5) 연속 파를 잡았어./ 너 오늘 볼을 정확하게 치는구나. : I got 

5 pars in a row. = I got 5 consecutive pars. / You hit the ball very 

precisely. (=well=solid) ㈜. consecutive 연속적인, in a row 연속적

으로, back-to –back, 지난 홀 또는 지난 대회 이어 연속적인 상황

으로, 흔히 뒤에 birdies, wins 등이 옴, wire-to-wire(레이스, 토너

먼트 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흔히 뒤에 win,  victory가 옴.) 

5) 컵 속에 좀 들어가라. 들어가. : Come on in! = Get in there! (예). 

재수없게도, 잘 친 퍼팅도 안 들어갔어 Unfortunately, putts that I 

hit good did not go in.

5. 음식/접대

1) 무엇에 건배할까? /우리 우정을 위해서 건배하자 : What do we 

toast to? / Let’s toast to our friendship. 

(주1) 건배하자. I would like to make a toast. = Let me propose a toast. 

= I will drink a toast.= Let me toast. (예). I will drink to that. : 그 것을 위

해 나도 건배. 

㈜ 네 말에 동감 이야 의 뜻도 있음. (주2) 위하여! Cheers! = Bravo!

2) 술 한 잔 하러 가자./내가 쏠게. :  Let’s go for a drink. / I will take 

care of the bill. 

(주) 산보하러 가자. Let’s go for a walk.

3) 이 한 잔은 내가 낼게. : This round is on me. 

㈜ Round : 술 따위의 한 순배의 양. 서양에서는 바에서 친구들이랑 마

셔도 각자가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내고 싶을 때 쓰

는 표현. 

4) 폭탄주  : Boiler maker. 

(주) Atomic bomb drink or bomb drink는 폭탄주의 잘못된 표현임. 

Boiler maker 는 미국영어로 맥주를 탄 위스키란 뜻이며, 미국 미시시

피 광부들이 추운 겨울에 일을 하면서 몸을 빨리 덥히기 위해 유래되

었다고 함. boiler(보일러, 끓이는 그릇)를 maker (제조기, 제조사)한다, 

즉 직역을 하면 뜨거운 보일러를 만드는 것이 됨으로 우리 말로 폭탄

주 임.

5) 잔은 필요 없어. / 병째로 마실래. : I don’t need a glass./ I will drink 

from the bottle. 

㈜ '단숨에 다 마셔'라고 할 때, 한국에서는 TV광고에도 'One Shot!'이

라고 하는데 이는 콩글리쉬로, 맞는 표현은 'Bottoms Up!'', 'Drink Up!', 

'Drink all the way down!'. 'Down in one!', 'Drink it down in one gulp!'이다. 

(이 중 제일 흔히 쓰는 것은 bottoms up 이다) 또한 영화에서 보면 여러 

개의 술잔을 놓고 누가 먼저 빨리 마시나를 내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

는데, 이럴 경우 'Knock it down'의 표현을 쓰며, '필히 다 마시고 탁자 위

에 소리를 내며 내려 놓다'의 뜻이다. 그러면 'One shot'은 완전히 틀린 

표현인가? 'shot'은 골프의 shot도 있지만 whiskey나 vodka처럼 독한 술

의 소량을(small amount of strong alcoholic drink) 뜻하기도 한다. 예로

는 'I got nicely drunken. I will have another shot of whiskey.' (난 적당히 

기분 좋게 취했어. 위스키 한 잔 더 할래.)가 있겠다.

6. 속담/격언/명언

1) 옷이 날개다 : Clothes make the man. = The tailor makes the man. 

=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 Outfit says it all. 

㈜ tailor 재단사, outfit :장신구, 옷차림, feather 깃털 (예).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종류의 깃털을 가진 새는 함께 모인다. (유

유상종)

2) 안 봐도 끝은 뻔해. :  Everybody knows the ending.

3)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 Forgive but don’t forget.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Even a worm will turn. 

㈜ 직역하면 심지어 벌레도 반격한다는 뜻 이다. turn 저항/공격하려고 

자세를 취하다, 정색하다, 반격, 반항하다, worm : 벌레, grub = maggot: 

구더기

4) 실패는 성공을 가르친다. : Failure teaches success.

5) 훌륭한 남편이 훌륭한 아내를 만든다. : A good husband makes 

a good wife. 

㈜ 내 아들과 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고, 인정 받게끔 키우고 싶

다. I want to raise my son and daughter who are loved and appreciated 

by many people.

English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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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개발은행 Biofuel사업 보조금 중

지 요청

개도국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Biofuel 

지원 정책이 세계식량난을 부추기고 있

다고 아시아 개발은행의 집행국장인 

Rajat Nag이 말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농부들은 시장가격에 의해서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Biofuel 원

료를 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보조금 정책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원조를 하겠다고 발표 하

였으나 아직까지 신청국은 없다.

 인니는 아직 쌀 수출국이 될 수 없다

국가기획원의 농업분야 전문가인 Dedi 

Masykur Riyadi는 2009년 까지 농업 생산

성 3~4% 향상의 수치로는 내수 충당에만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의 식량원인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 

1. 세계 경제 위기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

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

을 한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

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

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

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BY 대통령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쌀의 불법 수출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네팔 쌀 수출 금지

네팔 농업부는 세계 식량위기로 인해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네팔에 쌀 

생산량이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음을 지

적, 쌀의 수출을 금지했다. 세계 쌀 가격 인

상의 요인은 국내사정, 세계경제의 발전, 

기후, 에너지가격 인상, 주요 쌀 수출국들

의 수출 금지 정책, 바이오 에너지 사업의 

발전 등 이다. 한편 베트남은 올 6월까지 

쌀 수출 통제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인니 국내 경제 인플레이션에 압력 받다

곡물가격의 인상과 국제유가의 인상으

로 인해 인니 국내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노출되어 있다. 2007.3 ~ 2008.3 의 인

플레이션 율은 8.17% 였으나 2007.4 ~ 

2008.4의 인플레이션은 이를 상회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BI 부총재는 말했다. 

5/2 통계청은 2008년 1~4월 인플레이

션이 4.01%라고 발표하였고 이대로 간

다면 2008년 1~12월 예상 인플레이션은 

8.96%에 달한다. 정부는 2008년 예산안

에서 예상 인플레이션 율을 6.5%로 책정

하고 있다. 

 대통령, 유가인상 반대 데모 이해한다 

대통령 대변인인 Andi Mallarangeng은 최

근 발생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유가인상 

반대 데모를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데모는 일

어날 수 있으며 데모를 하려면 하라, 하지

만 심각한 폭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다”, “대학생들이 대중의 생각을 대변하

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

학생 친구들이 국제 경제의 심각성과 국

가 예산에 발생한 문제를 이해해 주었으

면 한다”라고 발표했다. 

 정부, 직접 유류보조(현금) 위해 14.1조 

루피아 준비 

경제부 장관 Sri Mulyani는 2008년도 남

은 7개월 동안 직접 유류보조를위한 금액

으로 14.1조루피아를 준비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본 보조금은 1,910만명의 가장들

에게 매월 100,000루피아 씩 지급될 예정

이다. 보조금은 2008년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직접 유류보조 이외에 정부는 

극빈자를 위한 쌀 지급으로 4.2조 루피아

를 책정, 준비하였다. 

 수천의 근로자 해고 위험에 놓이다 

정부의 유가인상 안으로 인해 노동자들

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DPC 전국 노

동자 조합 까랑안야르 지부장 Suparno는 

유가인상이 시행된다면 까랑안야르 지역

의 60,000 노동자 중 30~50%가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해 오는 

5월 말 대규모 데모를 통해 유가인상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니가 석

유를 수출하는 나라이고 현재 국제 유가

가 $122/배럴을 넘어섰는데 이와 같은 적

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

들다고 말하며 이러한 적자를 노동자들

이 덮어써야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적자는 관료들의 

부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유류 보조금 32조 루피아 지급

2008년 1월 2월 사이에 유류 보조금 32조 

루피아가 집행되었다. 올해의유류 보조

금 예산은 45조 루피아 이며 한번 더 집

행될 시 예산이 바닥난 다고 무조 수와르

노 총 국장이 말했다. 수정예산의 유류 보

조금은 126조 루피아이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무조 수와르노 총 국장은 국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보조금 예산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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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3월의 실제 

국제 유가가 103.11불/배럴 이었으며 지

난 3개월 평균가가 96~97불/배럴 인 반

면, 수정 예산안에 사용된 예상 유가는 

95불/배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유가

가 계속 상승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 국내 유류가격 인상의 딜레마

국내의 유류가격은 국제 유류가격, 국내 

유류가격의 1년 평균, 국내 원유 채굴량, 

유류의 소비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세계 

유류가격의 폭등에 맞춰 국내 유류가격

도 당연히 올라야 하겠지만 2009년도 총

선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은 이 결정을 내

리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은 2009년도 까

지 유류가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

무부 장관인 스리 물리야니는 오는 6월까

지의 상황을 보자고 한다. 유류가격을 인

상하지 않게 된다면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유류 보조금이 적용된 유

류의 절약 캠페인이다. 하지만 어부들이

나 다른 서민들이 이 캠페인에 쉽게 동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세계 유가 인

상 등의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서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쌀 수매가 인상

정부는 4/22 기해 쌀의 수매가를 기존 

2,000루피아/kg 에서 2,200루피아/kg으

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인도

네시아 농업 조합은 이러한 인상폭이 비

료대, 임금 등 생산비용의 증가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적정한 정부의 

수매가는 3,500루피아/kg가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PLN 내년에 이슬람 채권 발행하기로

PT PLN은 내년에 세계 시장에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PLN의재정 

이사인 스띠요 데오 앙고로는 본 채권을 

통해 5조 루피아의 자금을 조성할 예정

이며 이는 전력 부분 사회간접자본의 유

지 및 보수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LN은 10,000MW 의 발전 시설 확충을 

위하여 미화 20억불 정도의 자금이 필요

한 실정이며 로컬 은행들로부터의 외화 

자금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지원 될 수 있

을지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불법 CPO 수출 관련 국내 이동량 엄격 조사 

국내 무역 총국장인 아르디안샤 빠르만은 

적어도 25만톤의 대추야자 기름이 자와섬

에서 가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12개 주요 CPO 생산 회사들에 대한 각 섬 

간 물량 이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CPO의 불법 수출을 감지하고 지난 

4월 무역부장관령을 통해 CPO 및 생산품

의 이동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관세

청은 불법 수출로 인한 국가의 손해가 수

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ADB 차관에 차질

94.5조 루피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적자예산을 메우기 위하여 ADB 

차관이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ADB에 자

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DB에는 현재 인니 정부에서 필요한 

11억불에 못 미치는 6억5천만불 만이 준

비되어있고 추가 가능한 금액도 1억불 가

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기 적자예산의 

충당을 위하여 인니는 미국으로부터 29억

불, 세계은행으로부터 12억불, ADB로부

터 11억불,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로부

터 5~6억불을 차관 할 예정이다. 

 정부, 오는 8월 이슬람 국채 발행

이슬람 국채의 장점은 정부의 발행으로 

안전하고, 제2금융권에서 유통 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채권을 중동지역

의 투자자 포함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판

매할 예정이다. 판매 대행사의 지정과 관

련, 재무부는 채권분야에 권위 있는 국내

나 국외 은행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본 

이슬람 채권으로 정부는 적자예산을 충

당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업부, 공업성장률 6%로 재 조정

공업부는 2008년 공업성장률을 연초 예

상인 7.4%에서 6%로 축소 조정했다. 국제

유가의 문제로 인해 공업성장률을 축소한

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6.34%를 밑도는 수치이다.

 4월 인플레이션 0.57% 

2008년 4월까지의 인플레이션 누계는 

4.01%. 오는 5월 인플레이션이 0.5%를 

상회한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8.5%까

지 인상할 수 도 있다고 BNI 총재 Ryan 

Kiryanto가 밝혔다.

 

 투자청장, Krakatau Steel 매각은 부통령

이 직접 통제한다 

현재 KS Steel의 주식 매입 의사를 밝

힌 회사는 총 4개사이다. Arcello Mittal, 

Bluescope Steel, Essar Steel, Tata Steel. 

KS Steel의 회장인 Taufiequrachman 

Ruki는 정부가 너무 열성적으로 KS 

Steel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

다. KS는 외부 자본의 유입 없이도 KS 

Steel은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더

군다나 건강한 재무재표를 가지고 있다

고 반박하였다.

 통계청, 2008년 3/4분기 사업환경 좋아질 것

통계청은 2008년 2/4분기 투자환경이 전 

분기대비 좋아졌으며 3사분기는 더 좋아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2,360개

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4분기 

Business Tendency Index는 108.1을 기

록하였다. 사업가들은 수익, 생산설비 이

용도, 근무시간, 재무 등에 전 분기 대비 

좋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Consumer 

Tendency Index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다. 식료품비, 교육

비, 교통비, 주거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가

계 소비량이 줄고 있다. 

 

 국무장관, 경제조정장관 석 공석으로 두

진 않을 것 

국무장관인 Hatta Rajasa는 현 경제조정

장관인 Boediono가 BI 총재로 취임한 후 

경제조정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석의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경제부처 장관 중 한 명

이 임시로 일하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 후

에 경제조정부 장관을 새로 뽑을 것이라

고 말했다. 임시 경제조정장관은 경제부

처 장관 중 Senior 중의 한 명이 될 것이

라고 예상했다. 

 E-정부 2010년까지 도입 

정부물품 및 서비스 정책 연구소(LKPP)는 

인니 전체 주를 대상으로 2010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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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Government Procurement 

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LKPP위원장

인 Agus Rahardjo는 국가발전계획원

(Bappenas)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

년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그리

고 2010년까지 모든 지방 정부를 대상으

로 E-정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금년 

중에 5개주를 대상으로 E-정부 테스트를 

하게 된다. (서부자와, 동부자와, 고론딸

로, 중부깔리만딴, 서부수마뜨라) 

 특별 경제구역을 위한 법령, 법무부 검

토 단계 

경제조정부 장관 Boediono는 특별 경제

구역 법령이 기술적인 부분 까지장관의 

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법령은 현재 

법무부에서 다른 법령들과의 조율 작업 

중이다. 마리 상업부 장관은 특별 경제

구역을 위하여 정부는 수출입을 위한 수

송,인프라 스트럭쳐, 투자안내 등의 지원

을 받게 된다고 말했으며, 투자청장인 M. 

Lutfi는 이미 2001년 이전, 1990년대에 바

땀, 빈딴, 까리문의 자유무역지대가 활성

화 되었으며 1990년대에만 20억불의 투

자를 유치, 200,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

고, 인니 총 수출 중 14%를 이 지역에서 

담당하였다고 발표했다. 

면에서 모두 뒤떨어 지고 있다. 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전기, 가스 공급, 취약한 사

회간접자본이며 특히 원할하지 못한 접근

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북부 

수마뜨라의 거의 모든 투자가 동부 지역에

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북부 

수마뜨라 지방정부 투자 유치부는 1/4분기 

보고서에서 7건의 외자투자가 승인되었으

며 액수는 422억불 규모라고 발표했다. 반

면에 내국인 투자는 730억 루피아에 그쳤

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투자자는 말레이시

아 이며, 싱가폴, 영국, 네덜란드도 투자하

고 있다. 1969년 이래로 카카오, CPO, 천연

고무 플렌테이션 농업은 이 지역의 주요 사

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원들이 

다른 섬에서 가공되기 때문에 북부 수마뜨

라의 개발이 더디어 지고 있다. 

 북부 수마트라 목재 공업 원자재 수급

문재 심각

북부 수마트라의 목재공업이 2005년부

터 심각한 원자재난을 겪고 있으며 이미 

75%의 목재공업 회사가 파산하였다. 북

부 수마트라 지방정부의 임업관계자는 

수년에 걸친 난 개발로 산림이심각하게 

훼손 되었으며 조림산업에 실패 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모든 회사는 목재 공업

을 하기 위하여 원자재 충당 계획(RPBI)를 

작성하여야 하나 모두 형식 적이었을 뿐

이다. 북부 수마트라는 250만 평방미터

의 원자재 수급용 숲이 필요하지만 현재 

100만 평방미터 만을 확보하고 있다.  

 깔리만딴 사회간접자본 투자 4조 루피

아 필요 

깔리만딴 투자촉진 포럼의 의장인 떼라

스 나랑은 깔리만딴 지역의 보조공항들

의 확장 등 깔리만딴 지역의 운송시스

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2009년 총 4조루피아 의 자본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확장이 필요한 보조 공항은 

뽄띠아낙의 수빠디오 공항, 발릭빠빤의 

스삥간, 빨랑까 라야의 찔릭 리웃, 사마린

다의 숭아이 시레잉 공항이며, 바겐당과 

부미하르조 항구, 뿔랑 삐사우, 꾸알라 뻠

부앙 항구의 개선, 뿔라우 다뚜, 라웃 바뚜 

버사르, 딴중 곤돌, 꾸알라 멈빠와 지역의 

새로운 항구 건설, 발릭빠빤 항구의 소화

물 터미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계획대로 진

행된다 

국가건설기획부 장관은 세계 경제와 인니 

경제가 어지럽지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간

접자본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67호를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의 역할

에 대해 강조하며, 고속도로 건설 시 지방

정부가 땅을 준비하고 민간 회사가 건설

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 세제 혜택은 언

급이 없었지만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

력을 위한 여러 규정들이 향후 보완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SBY 대통령은 수라

바야를 방문하여 5개의 사회간접자본 시

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와루-

주안다 공항 간 12.8km의 고속도로, 시도

아르조 지역에 임대 아파트 건설, 끄보마

스 지역의 임대 아파트 건설 등 이다. 

 남부 수마뜨라 벵끌루 5,871ha의 논 

CPO 농장으로 용도변경 

적어도 5,871ha의 논이 CPO 농장으로 둔

갑하였다. 작년부터 남부 수마뜨라의 농

지 용도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

시 200Rp/kg 하던 대추야자열매의 가격

이 1,300Rp/kg 으로 오른 것이 그 이유

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의 농지 용도변경

은 자바에 비하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지

만, 식량을 생산하는 논의 면적이 계속적

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

고 있다.  

 자원 산업이 살아야 한다 

정부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어려움으로 석유, 가스 제외한다른 자원 산

업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 상업부 장관은 다음의 제품들이 수출 

산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섬유, 신

발, 전자, 전자부품, 가구, 자동차, 고무

 임업부 리아우주 농장개발권 발행 중지 

MS 까반 임업부 장관은 보존지구의 농장

개발권(HTI)이 지방정부에 의해 너무 많

이 부여되었음을 지적하고 리아우주에 

더 이상 농장개발권은 부여되지 않을 것

 북부 수마뜨라 투자 유치 아직도 멀었다 

북부 수마뜨라의 2008년도 1/4분기의 투

자유치가 2007년 동기간 보다 액수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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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했다. 까반 장관은 또한 국가 토

지개발법에 위배 되는 허가는 모두 법적

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

가 토지개발법에 의거하여 토지의 용도

변경을 거치지 않은 허가에 대하여 경고

하였다. 인니는 총 2,200만ha에 이르는 

보존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보존지구 

내에 300개의 산림보존마을을 만드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132개의 마

을을 지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니 지역투자 포럼 개최(IRIF) 

오는 2008년 5월 26, 27 양일간 IRIF가 개

최된다. 포럼을 통하여 총 75개의 시와 

군 에서 총 80억불 규모의 200개 프로젝

트 이상이 제시될 것이라고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Global Initiatives의 CFO Sydney 

Yeung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인니 지방

의회와 Global Initiatives가 공동 주최하며 

SBY대통령은 작금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 지금

이 인니 투자 확대를 위한 최고의 기회라

고 말했다. 국영기업부장관 소피얀은 쿠웨

이트에서 개최된 이슬람 국가 경제포럼에

서 본 포럼을 홍보했으며 많은 이슬람 투

자자들 역시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개발권 기 소유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최근 몇 달 동안 깔리만딴 목재 생산이 거

의 없는 실정이다. MS 까반 임업부 장관은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이 불법 벌목으

로 오인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하고 현재 기후 변화, CDM등 여러 문제

가 있지만 산림 개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를 걱정할 필요 없이 개발

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깔리만딴의 

목재가 개발되어야 국가의 경제가 도움

을 받는 다는 산림부 장관의 의견이다. 또

한 장관은 다량의 목재가 불법 벌목 조사 

명목으로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지만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도 보수에 16.3조 루피아  필요 

차량의 과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도의 

총 연장이 1,750km에 달하고 있다. 훼손

된 도로는 깔리만딴, 술라웨시, 수마뜨라 

및 특히 자와 북부의 해안도로에 집중되

어 있다. 정부는 이를 2009년까지 보수할 

계획이다. 

 국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규정 아직 부

족하다 

국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규정이 민간 투

자자들에게 별 도움을 못 주고 있으며 정

부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친 투자자”적

인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겠다고 투자청 

투자계획국장인 Luky Eko Wuryanto가 

발표했다. 정부는 2008~2009년에 중부 

자와의 전력 및 11개의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자본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투자, 상

업, 관광 홍보를 위한 투자 포럼을 개최한

다고 발표했다. “기회의 땅” 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홍콩의 인니 

직접 투자를 위한 프로모션 및 2008년 인

니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 홍보를 하

게 된다. 투자청장인 무하마드 루트피, 에

너지광물자원부, 바땀 공업 관련 공무원 

및 지방정부 관리 등이 참가할 것이며 홍

콩 측에서는 전자, 완구, 신발, 가공식품, 

플라스틱, 목재공업, 제련, 반도체, 조선, 

전자부품, 석유회사의 관련자들이 참가

할 예정이다. 

 인도 Arcellor Mittal 제련 사업 투자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인도계 제련회사인 Arcellor Mittal이 아

직 철강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인니 내 

제련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마련,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서신으로 전

달했다. 

- 인니 국영 철강회사인 Krakatau 

Steel(KS) 과의 전략적인 협조를 통한 

제련사업의 현대화, KS 공장의 최적화

- 찌르곤(2.5~3백만톤/연간생산), 반뗀

에 있는 KS 공장의 옆에 Mittal의 생산

공장 건설 (5~6백만톤/연간생산)

- 국영 광산회사인 Aneka Tambang과의 

석탄, 철광, 니켈, 망간 공동 개발

예상 투자 규모는 5억~10억불이며 정부

의 공식 답변은 아직 없다.

 인니, 투자하기 좋은 나라 123위

세계은행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총 

178개국 중 인니를 123위에 랭크하였다. 

작년 조사된 135위 보다는 향상된 수치 

이지만 군이나 시 등의 지방정부 레벨에

서의 투자 환경 개선은 별로 없었다는 국

회 제6위원회 소속 Nasril Bahar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청 부청장과 북부 수마트

라 상공회의소 투자부장이 참석한 자리

에서 Nasril은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모든 지방정부도 투자허가를 위한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2008 1/4분기 교역량 26% 

증가

2008년도 1/4분기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

 자카르타 주 정부 투자 절차 간소화 추진

자카르타 주지사인 파우지 보워는 싱가

풀-중국 상공회의소 소속의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196일 걸리는 투자허

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8일로 단축시키

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새로

운 투자허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기

존의 19단계인 투자허가가 8단계로 줄어

들고 모든 허가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

록 창구가 일원화 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

들은 더 빠르고 싸며, 쉽고 투명하게 허가

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

계은행은 2007년도 국가별 투자환경평가

에서 인니를 전체 178개국 중에 123위로 

평가하였다. 인니는 2008년도에 100위권 

안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홍콩 인니총영사관 오는 4/29 투자포

럼 개최 

재홍콩 인니총영사관은 홍콩과 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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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
   투자관련 이슈

량이 544억불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보다 26% 증가된 수치이다. 상품교역 이

외에 기계기술 분야와 인력 부문의 협력

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은 향후 3년 이내 연간 교역량 2,000억불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샤리아(이슬람) 자본 규모 5,000억불

Forbes.com 은 현재 세계에 샤리아 규

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5,000억불 이상이며 매년 10%씩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13억 

무슬림이 얼마나 이 샤리아 금융에 관심

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현재 세계의 대형은행들은 서둘러 샤리

아 전문 지점이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이슬람 경제 포럼 쿠웨이트에서 개최

제 4회 World Islamic Economic Forum/

WIFE 가 4/29 쿠웨이트에서 개최되었다. 

인니는 국영기업부 장관 포함 총 70명의 

국영기업/민영기업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 

경쟁력, 중소기업들에 대한 의견교환, 통

신, 교통, 물류에 대한 의제들이 다루어 진

다.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분야의 발전

에 대해서도 논의 됐다. 

 인니 아세안 경제 통합에 매진 

마리 상업부 장관은 “우리는 반드시 아세

안의 발전과 경제통합을 위한 원활한 진

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발

리에서 5/1~4 개최 된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마리 장관은 이미 합의된 경제

통합 청사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리고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어

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

다. 마리 장관은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

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대표들과

도 만났다. 아세안은 인도, 호주, 뉴질랜

드와 FTA를, 미국과는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rrangement)를 

체결했다. 

 ASEAN의 4개 동료국 투자 확대 하여주길 

마리 상업부 장관은 제 14회 아세안 경제

장관 회의에서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의 4개국이 대 아세안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니와 이슬람 경제 포럼 

세계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

람 세계에서 인니는 전략적인 위치를 차

지할 수 있다고 지난주 말 쿠웨이트에서 

열린 이슬람 경제포럼에서 지방의회 부

의장인 Irman Gusman이 밝혔다. 이슬람 

세계는 석유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많은 극빈의 국민 역시 있다. 이슬

람 국가들은 세계 GDP의 4%만을 차지하

고 있을 뿐이다. 인니 정부는 향후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하겠

다고 말했으며 인니 정부의 이슬람 채권 

발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쿠웨이트 국왕

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단

기로 1억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10월 SBY 베이징 방문 

인니 중국대사인 수드라잗은 중국은 인

니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 

말하며 2008년 10월 SBY대통령은 베이

징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도 인니의 석탄에 큰 관심 

National Thermal Power Corp(NTPC), 

인도 전력공사, Power Trading 

Company(PTC), Larsen & Turbo, 

Reliance, Agrawal Coal, Watien와 같은 

인도와 중국의 대형회사들이 인니의 석

탄을 원하고 있다고 인니 광산협회 회장

인 Jeffrey Mulyono가 말했다. 인도와 중

국의 석탄 보유량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

이지만 더욱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외에서 석탄을 찾고 있다. 2006년 인니

는 총 1억 9,354만톤의 석탄을 생산하였

고 이중 1억 4,500만톤이 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수출되었다. 4,500만톤의 석탄이 

PLN, 세멘트 회사 등에서 내수로 사용되

었다. 내년에는 총 2억 2,500만톤이 생산

될 것이며 7,500만톤이 내수, 1억 5,000만

톤이 수출 될 예정이다. 에너지광업부의 

전문가는 인니의 광업권(KP)이 외국기업

에게 부여될 수 없으므로 인도와 중국의 

회사들은 석탄을 KP를 가지고 있는 회사

를 통하여 B2B 형태로 구매하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Leighton 그룹 석탄 광산 운영계약 낙찰 

호주 건설업 최대규모의 Leighton 

Holdings Limited Group의의 자회사인 

Leighton International이 PT Mahakam 

Sumber Jaya가 제시한 3억 5천만불 규

모의 동부 깔리만딴 사마린다 지역의 광

산운영 계약에 낙찰되었다. 본 계약은 

5년 만기이며 2013년 끝나게 된다. 지난 

2004년 5월 Leighton은 MSJ로부터 1억 

2,500만불에 3년 운영권을 획득, 운영하

고 있었으며 기간이 끝난 후 본 계약에 낙

찰 되었다.  

 한국, 국방 분야에 전략적 동반 제안 

한국 해군참모총장 정옥근씨가 인니 국

방부장관 Juwono Sudarsono와 만난 자

리에서 양국간의 국방 관계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제안하였다. 참모총

장은 인니가 현재 아세안과 세계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말라까 해

협의 안전 등 중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인니 장성은 

인니 해군력은 정부의 예산에 따라 보강

될 것이며 주요 군사장비들은 국방부에

서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훈련, 

교육, 기술, 정보교환, 상호방문을 통하여 

군사교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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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 황성주 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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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이드
Hair Perm         7280 140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80 1075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세노파티)      5289 7044
가효(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기준         250 6532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대장금                  551 4311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동해         725 2856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뽄독인다      7592 0654
      끌라빠가딩      4585 4316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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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둥)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칠보산            4585 1161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A 갈비               7278 0550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생활정보 가이드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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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한컴              5435 3007 
www.indoweb.org    5694 0805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 케어(리뽀까라와찌)     9815 9980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4586 1233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 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발리 (지역번호 0361)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KAYA TOUR 
DongWha tour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UNDA DUTA 
SATYA TOUR     283 305
RED CAP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머르타나디(가구점)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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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a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이

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
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
TER

10%

뉴서울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
TER, BCA

5%

한인회 지정 가맹점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 왕자

The Chronicles of Narnia : Pri
nce Caspian  

 
나니아 세계로의 귀환…

사상 최고, 그 이상의 환상과 모험이 시작된다! 

나니아에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 지 1년 후, 페벤시 남매들은 

마법의 힘에 의해 다시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다. 나니아 시간으로 벌써 

1,300년이란 세월이 흘렀던 것. 그들이 없는 동안 나니아는 황

금기의 종말을 고하고, 인간인 텔마린 족에게 점령되어 무자

비한 미라즈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페벤시 남매들을 나니아로 불러낸 건 바로 텔마린족의 진정

한 왕위 계승자인 캐스피언 왕자였다. 삼촌 미라즈에게 왕위

를 뺏기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나니아인들이 숨어 사

는 숲 속으로 피신, 그곳에서 페벤시 남매와 만난다.

부왕을 죽인 삼촌을 물리치고 자신의 왕위를 찾게 도와주

면 나니아인들의 터전을 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캐스

피언 왕자. 이에 네 남매와 나니아인들은 그를 도와 미라

즈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서울 어느 도축장에서 중년의 한 사내가 무참히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은 꼴통 형사 강철중(설경구)이 소속되어 있는 강

동서 강력반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얼마 후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어

난 고등학생 살인사건을 맡게 된 꼴통 형사 강철중은 죽은 학생의 지문

이 도축장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 남겨진 지문과 같다는 사실을 알

아낸다.

강철중(설경구)은 죽은 학생과 어

울려 다닌 ‘걸프파’ 아이들을 통해 두 

사건의 배후에 기업형 조폭 ‘거성’이 

관여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거성 그

룹’ 회장인 ‘이원술’(정재영)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MOVIES

강철중 공공의 적 1-1

케이트 블란챗, 히스 레저, 리처드 기어, 크리스찬 베일, 벤 

위쇼, 마커스 칼 프랭클린... 6명의 배우가 노래하는 밥 딜

런의 일생! 

<아임 낫 데어>는 전설적 포크락 가수 밥 딜런 특유의 시적인 가

사를 줄기로 삼아 밥 딜런의 7가지 서로 다른 자아의 이미지와 이야

기들을 연달아 진행시키며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렬한 아이콘의 생동

감 있는 초상을 완성한다.

음악적 변신으로 비난 받는 뮤지션 ‘쥬드’(케이트 블란챗), 저항음

악으로 사랑받는 포크 가수 ‘잭’(크리스찬 베일), 회심한 가스펠 가

수 ‘존’(크리스찬 베일)이 대중에게 주목받는 뮤지션으로서의 밥딜

런의 실제 삶을 보여준다면, 영화 속 영화에서 ‘잭’을 연기하는 배우

인 ‘로비’(히스 레저)는 밥 딜런이 아니면서도 어딘가 그를 닮은 미묘

한 인상을 남긴다.

은퇴한 총잡이 ‘빌리’(리처드 기어)와 시인 ‘아서’(벤 위쇼). 그리고 

음악적 스승 ‘우디’는 밥 딜런의 문화적 배경과 영감의 원천을 상징

하며 아이덴티티를 농밀하게 완성해낸다.

5년을 기다렸다! 

제대로 붙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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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손녀딸 릴리에게 주는 편지   
 저자 앨런 맥팔레인 | 역자 이근영 |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내게 묻는다면…’

저자, 앨런 맥팔레인(Alan Macfarlane)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해

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이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면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살아내거

나 살아지는 삶이 아닌 내 가슴이 진실로 원하는 삶을 찾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와 세상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친숙하다 못해 너무

나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결혼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낭만적 사랑을 마치 결혼의 필수 조건처럼 여기는 

사회에서는 사랑이 없는 결혼을 불행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사랑과 결혼이 전혀 별개인 사회도 있고, 심지어 결혼 

제도 자체가 없는 사회도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원래부터 그런, 당연한 것은 없다. 거의 모든 것들이 역사와 문

화를 통해 인공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속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로부터 거리 두는 연습을 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무 근

거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 대학 노교수인 저자는 그를 위해 가족, 사랑과 결혼, 우

정, 존재, 학교와 조직, 신, 즐거움, 돈과 시간, 지식, 정신세계, 인류의 미

래 등 영원한 삶의 화두들에 대한 28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

답을 제시한다. 그는 인류학자이자 역사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3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왔으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접한 다

양한 문화를 나름의 눈으로 통찰하여 수많은 책을 낸 사람이다. 그래

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삶의 영원한 화두들에 대해 다양한 역사

적 시기와 서로 다른 사회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인류의 역사와 다양한 문명을 

꿰뚫어보는 저자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에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된

다.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기심 많은 손녀딸 릴리의 할아버지로서 저자인 앨런 맥팔레인은 말한다. “릴리야, 할아버지는 네

가 온전히 너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너의 소중한 꿈을 당당히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물

론 할아버지는 네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다만 이 편지들이 네가 살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

하여라.”

김은미 편집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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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마지막 문장 - 조선조 500년 글쓰기의 완성 이건창
 저자 이건창 | 역자 송희준 | 출판사 글항아리

19세기 명문장가 이건창의 삶과 문장들을 번역하고 해설한 책. 구한말의 지식인이자 조선시대 

문장가인 명미당 이건창을 소개한 것으로 최연소 과거급제 기록을 깬 천재적인 명문장가인 그의 시

와 산문 등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글을 모았다.  글쓰는 것을 업으로 삼은 조선의 한 지식인이 문장

의 현실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고민했는지, 백성들과 국가의 위태로운 현실이 

어떻게 뛰어난 비평과 따뜻한 감동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마지막 문장》은 이건창의 글을 통해 문장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학문을 어떻게 해야하

는지 알려주고 있으며 구한말의 어지러운 정치현실과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 대한 삶의 묘사, 생활 주

변에 솔직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건창은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려 

애썼으며 조선시대 당쟁사를 기록한 사료인 ‘당의통략’을 서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에서 문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논설과 평론, 선조들에 대한 충성과 절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아내와 동생

의 죽음에 대한 제문, 암행어사로 활약하면서 바라본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다.

은밀한 설득 -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심리학적 전술과 트릭

 저자 케빈 호건 , 제임스 스피크먼 | 역자 원은주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은밀한 설득』은 상대를 내 편으로 은밀하게 끌어들이는 설득 기술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사

회심리학, 신경언어프로그래밍(NLP), 언어학, 세일즈 기법, 커뮤니케이션 기술, 창조적 사고 등 설

득 커뮤니케이션 관련 방대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

득 전략과 방법을 내 놓는다. 

본문은 먼저 말을 줄이고 귀를 열며, 긍정적 기대감을 주고, 마음의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은밀한 설

득의 55가지 전술과 은밀한 설득에 활용할 수 있는 20가지 이야기 비결을 제시한다. 그리고 ‘꼭 기억해

야 할 사람들의 27가지 특성’을 소개한다. 또한 설득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체크해볼 수 있는 워크시트도 수록하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미묘한 감정 변화를 유도하여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

득 전술과 트릭을 전수한다. 아울러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이 생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양한 ‘은밀한 

설득’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특히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과 심리를 예측하는 방법과 

이를 활용한 설득 기술을 주로 다룬다. 

와인이 있는 침대   저자 김경원 | 출판사 문학의문학  

김경원 장편소설『와인이 있는 침대』. 계간 ‘문학의 문학’ 신인상 당선작가 김경원이 와인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다. 함박눈이 내리는 2월의 밤거리를 헤매던 ‘나’는 어느 카페를 찾는다. 옆자

리 남자가 제의한 원 나잇 스탠드를 거절하고, ‘나’는 홀로 와인을 마시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를 두고 말없이 사라져버린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의 추억을…. 

이 소설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와인의 속성과 닮아있는 사랑, 와인처럼 어둠 속에서 긴 인내

를 요구하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독신의 자유를 누리던 ‘나’는 잡지에 기고

할 신종 유망 직업으로 항공관제사를 취재하기로 하면서, 큰 키에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와인을 즐

기는 한 항공관제사를 만나게 된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나’는 그에게 남다른 매력을 느끼며 사랑에 빠진다.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

식을 자랑하는 그 남자를 통해 ‘나’는 오묘한 와인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

나는 이유 모를 어두움이나 갑작스런 연락 두절, 그리고 결혼한 여동생에 대한 기이한 집착과 애

정 어린 태도 등 그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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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1.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2.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

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

함)을 등록 공관에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에 

해당되며,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

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

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

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

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

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

리대사관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

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IKS SUMMER SCHOOL 수강생 모집 
1. 대상 

(1)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 학생 (본교생 및 타 학교 재

학생 중 중등과정 해당자 : 7~11학년) 

(2) 평생교육 과정 희망자는 한국 교민 누구나 가능 

2. 시행 기간 : 2008. 7. 7 ~ 7. 18 (월~금 10회 수

강, 최대 3과목 수강 가능) 

3. 시행 시간 

   1교시 : 7 : 30 ~ 9 : 00  (90분) 

   2교시 : 9 : 20 ~ 10 : 50 (90분) 

   3교시 : 11 : 10 ~ 12 : 40 (90분) 

4. 개설과목 

 (1) 평생 교육 과정(성인)

영어 기초회화, 아이와 함께 컴퓨터 하는 엄마, 일

본어 기초

6월 공지 사항

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 영사확인 안내

1. 한국의 각 대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는 대학교 마다 다르므로, 먼저 대학교에

   확인하여 어떤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가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학생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B. 부 또는 모의 재직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C.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허가서, 세금관련 영수증

D. 기타서류

영사확인 받을서류 수수료 준비사항

(A)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Rp. 19,200

현지 인도네시아 학교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영
문으로 발급받아 인니 공증사
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국제학교 (JIKS 포함) :
원본 제출하거나, 사본일 경우 
사본을 인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B)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Rp. 19,200
반드시 원본을 인니 공증사
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사
본 불가능)

(C) 사업자 등록증
회사설립 확인서
세금관련 영수증

(D) 기타

각 Rp. 19,200

영문 번역한 후 인니어 문서
(사본)와 영문번역서 모두를 
인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
아 제출

3. 제출방법:영문번역문(상단), 인도네시아 문서(하단)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4. 제출부수: 발급요청 부수 + 1부(사본)대사관 보관용

5.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2일

6. 관련근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 32조, 34조, 35조

 (2) 중고등학교 과정

국어, NIE, 한국어 능력 향상반, 논술, 특례국어, 원리로 배우는 한자, 

수학, 영어(Toefl Bridge, Writing, Speaking, Step by step, Prepera-

tion, Toefl, 영어 속독, SAT), 화학, 일본어 기초, 스킨스쿠버

4. 수강료 : 과목당 Rp 600,000 

5.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2008. 6. 1 ~ 2008. 6. 21 . JIKS 행정실 (본교생은 담임 교사) 

6. 문의 :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담당자 오현주 0813 8669 6799 , 행정실 021-844 -4958



한인뉴스  77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

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2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한인회 무료법률상담 안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4시 (1시간)
상담자 :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재사 

      (YSM & PARTNERS 대표변호사)

장소 :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Tel. (021) 525-5959, 휴대폰 : 0816-1911245

상담 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

권, 소송.중재 등 법률문제 전반 

한인회 문화연구회 공고

148회 문화탐방 (한인회에서 출발)

 장소 : 

Bogor Kebun Raya, Museum Zoology, Rumah Sutera 외

 일시 :

6월 21일(토) 오전 8시 출발, 오후 5시 도착

 연락처 : 

신유희 0818-708-228  사공경 0816-190-9976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9962 / 매일

  경 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 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센터

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
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해 드리
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 / 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 서울 21:40 / 06:40+1 매일

KE627 서울 > 자카르타 15:05 / 20:10 매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3:30 / 11:30 월

KE629 서울 > 덴파사르 20:10 / 02:10+1 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0:30 / 08:30 화,목,토

KE629 서울 > 덴파사르 17:10 / 23:10 월,수,금

2. 기간: 2008년 3월 30일 ~
3. 전화번호: 021) 521-2175 / 2176 / 2177 / 2180
4. Fax 번호: 021) 521-2184 / 521-2179
5. E-mail: hyunmelee@koreanair.com (한국어)
              stuty@koreanair.com (영어/인니어)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