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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투자기업상(Investment Award 2008)
인도네시아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R&D투자  기술발전  재무성과  제품의 품질 및 가치  친환경 경영  

지배구조의 우수성  사회공헌 활동 성과 등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시상하는 상으로서 LG전자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LG전자,
인니 최우수
투자기업상 수상

R&D투자  재무성과  친환경경영  사회공헌등 경영전반 성과평가

한국기업 최초 수상, 인도네시아 [국민 브랜드]로서 위상 높여

모니터  홈시어터  양문형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시장점유율 1위

LG전자, 2006-7년 [최우수수출기업상]에 이어, 2008년 [최우수투자기업상]

수상으로 [인니 국민브랜드]로 명성을 높혔다.

이기주 LG전자 부사장은‘최우수기업 선정은 환경과 소비자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LG전자의 약속을 지켜낸 증거이고, LG전자가 인니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LG전자의 약속이 맺은 결과

LG전자 이기주 부사장(오른쪽)이 유숩칼라 인니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투자기업상>을 받고 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입니다.

수확을 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익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모두들 올 한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당연히 어려워 져야 할까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올해를 힘차게 살아가는게 어떨까요?

교민여러분 새해엔 더 많은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한인뉴스 편집부 일동 배상 -

희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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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답불파(牛踏不破)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가 맞고 있는 어려움은 전 세계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의 극복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특유의 타고난 성실성과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은 기축년(己丑年), 소띠 해입니다. 우리의 전

통 농경사회에서 소는 십이지수(十二支獸) 중 특히 부

(富)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

나 그 부와 번영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직한 끈기와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동물이 또한 소라

는 점을 상기하면, 소는 ‘성실하게 노력하면 부와 번영

을 구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진실한 교훈을 우

리에게 묵묵히 들려주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목전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이 우공(牛

公)의 말없는 가르침을 되새겨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답불파(牛踏不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밟아

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의 환란도, 그리고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한 금융

위기도 그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생겨난 혼란일 것입

니다. 2009년 한 해는,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회원 모두

가 각자의 생활(경제)기반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한인

회원간의 유대 역시 그 바탕을 두터이 해서, ‘소가 디뎌

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믿음직한 한인사회를 

가꿔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1.1.  기축년 새해 아침 

21세기의 첫 10년을 마무리하는 2009년의 새 아침

이 밝았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한인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

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고 내일 또한 오늘의 연장일진

대 세상사에 온전하게 새롭기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

까. 그러나 묵은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는 저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일 년을 보다 알차

게 살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돌아보면 지난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한인회 차원

에서도 되새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2008년에는 우

리와 같은 재외동포와 모국 대한민국 간에 유대를 돈독하

게 하고, 더 나아가 조국의 국민들과 지구촌 각지에 흩어

져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한민족 전

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상생의 길

을 찾자는 노력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습니다. 지난 10월

에 서울에서 열렸던 제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같

은 달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제7차 세계한상대회가 성황

을 이루었던 것이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은 금년에도 더욱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들어 이른바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고 

온 여파로 한국은 물론 우리 한인사회의 경제 상황 역시 

침체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0년대 말의 

환란(換亂)이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

승 은 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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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어려움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련일 뿐

“세상에 혼자 피는 꽃은 없으며, 흔들리지 않고 조용

히 피는 꽃도 없다‘는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이 기억납

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위대한 우리 한

인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

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기

회의 땅으로 더욱 다가올 것이고, 우리 한인사회는 이

들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

신합니다.  

지난 해 저를 포함한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

원해 주신 교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삶과 한인사회의 화합에 도움이 되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우리 문화를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더욱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희망찬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와 풍요를 상

징하는 소의 해인 올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외교 관계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

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교민 여러분

과 우리 한인사회에도 많은 보람과 아쉬움들이 교차하

였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및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

출은 물론, 투자가 증대되었고, 이천 도예전 . 숙명가야

금 공연 . 태권도 시범행사 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

성과 역동성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한

인사회의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

년 하반기에 일어난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인하

여 적지 않은 교민 기업인들이 고초를 겪었고, 송구스

럽게도 지금도 어려움에 놓여 계십니다.  

하지만 교민 여러분, 국내에 있는 여러 분들의 가족, 

친척, 친지 분들 모두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잘 극복

하고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모두가 힘을 모

으고 있으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 호 영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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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Gwendy Aniko
전화: 0811-186018, 0816-4813042

지난해 한 한인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인도네시아 종업원

이 작업 부주의로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긴급한 

상황에 고용주는 수소문 끝에 한 의사를 만나게 됐고 Mitra 

병원에서 6시간의 봉합 수술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

고 현재는 모든 손가락이 종전처럼 움직이게 돼 새로운 희망

과 생명을 갖게 되었다. 작업현장에서 간간히 일어나는 신체 

절단 사고에 대한 봉합수술에 세계적인 권위가 있고 인도네

시아선 유일하게 한 의사인 Gwendy Anko씨를 소개한다.

Gwendy Anko 씨는 절단된 신체부위와 어떤 장기들이

더라도 봉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를 당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연락조치를 취하주기를 바랬다.

주목!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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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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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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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인사회 소식
- 재인니한인회 송년의 밤

- LG전자, 인도네시아 최우수 투자기업상 수상

- LGEIN 협력사 모임, 각별한 한사모 사랑

- 교민들의 이야기, <먹빛 붓길>로 드러내다

-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섬유협회 간 MOU 체결

- 해피하게 울려 퍼진 송년음악회

- 인니 KOICA 연수생동창회 공무원들의‘보은의 선행’

- 색소폰과 기타로 발리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요

- 보고르 한인회, 송년골프대회 및 송년회 개최 

- 소박해도 행복했던 반둥 교민들의 송년 모임

- 중부자바 한인회, 송년골프대회 및 한인의 밤 개최

- KOTRA, 세관 초청 한국투자기업 세미나 개최

37 2009,화이팅!
새해 희망을 가르는 재인니 마라톤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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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짱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8

58 IGTC를 찾아서

60 인니문화탐방 갤러리 Roemah Djawa
65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68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내부통제 시스템

71 법률상식 인도네시아 신광업법

76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까라빤 사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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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 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재인도네시

아 한인회는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보다 나은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교민과 함께 2008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16일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개최했다.

약 1000여명의 교민이 행사장을 꽉 메운 가운데 1부 사

회자 (노예범씨)의 개회를 시작으로 식순에 의해 국민의례

와 한인회장 인사말, 대하 축사, 유명인사 축하영상, 유공

자표창, 재인니한인회장단 및 각지역 한인회장 인사말, 자

카르타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승은호 한인회장과 김호영 대사는 각각 인사말과 축사

에서 ‘미국 발 금융위기로 국내외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상

황이 예측되지만 한국인의 끈기와 투지로 모든 난관이 극

복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2009년에는 진

일보하는 한인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랬다.” 

또한 마리빵에스뚜 무역부 장관과 경총의 소피안와난

디 회장 등 행사장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한인사회와 떨어

질 수 없는 인니 유명인사의 축하영상메시지가 상영되어 

인니에서 한인사회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

리가 되었다.

이어 특별순서로 각 작업장에서 불철주야 굵은 땀을 

흘리며 회사와 한인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인

사회 유공자들(김석만 PT. Doosan Cipta Busana Jaya 외 

11명)에 대한 김호영 대사의 표창이 있었다. 김석만씨는 

생산공장장으로서 생산성 향상, 제품품질 개선을 통한 원

가절감과 탁월한 통솔력과 근태의 모범이 되어 표창의 영

광을 받게 되었으며 그 외 유공자들이 호명되고 공적사항

이 발표될 때마다 자리한 교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단 및 각 지역한인회 회장 소

개와 올 한해 한인사회 곳곳에서 교민들이 개최하고 동참

한 다양한 행사들을 영상을 보며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

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인 자카르

타 어린이 합창단은 깜찍한 의상과 아름다운 화음으로 거

룩한 밤, 징글벨, 아빠 힘내세요 등 을 연말 연시에 맞는 특

별한 공연을 끝으로 1부 공식행사를 마쳤다.

화려한 푸드 퍼레이드 퍼포먼스에 분위기 있는 연회가 

시작되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조명이 꺼지고 사회자

(백형균, 이효순)가 ‘만남’을 부르며 등장하면서 2부 행사

의 막이 올랐다.

공연과 연회로 준비된 2부 행사에는 ‘해피 자카르타’, 

<취재 : 김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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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폰 동호회’, ‘전국노래자랑-자카르타편’ 등 교민들의 멋진 무대가 펼

쳐졌을 뿐만 아니라 객석의 교민을 겨냥한 깜짝 댄스경연대회가 열려 즐

거운 시간을 만들어 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송년의 밤 행사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공연단의 참

여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외교

부 밴드와 함께 합동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곡을 공연한 대사관 이승범 

서기관의 무대가 있었는가 하면, 링과 다양한 소품을 들고 멋진 퍼포먼스

를 펼치는 매직쇼가 이어지자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듯 신기한 광경에 교

민들은 함박웃음을 피웠다. 또한2006년 창립된 반둥 한사모(한국을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빼어난 비보이 공연과 전통과 현대의 타악기를 결

합해 새로운 개념의 신음악인 Perku2 (Perkutwo)의 박력 있는 리듬과 사

운드가 교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PT. LG Innotek Indonesia에서 

한사모의 열정에 고마움을 표하며 특별 후원금을 전달해 뿌듯함을 전해

줬다.

150여 회사에서 기증한 상품권의 주인공을 찾는 행운권 추첨이 공연 

사이 사이에 계속 이어졌고 상품 가치의 고하를 막론하고 당첨된 교민들

의 환호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아쉬움이 행사장내를 묘한 기대감과 긴장

감으로 이어갔다.

객석의 교민들은 매끄럽게 진행된 진행과 업그레이드되고 다양해진 공

연들과 제작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송년의 밤 행사를 주최한 한

인회와 행사기획에서부터 전문적인 노하우와 행사 중 사용된 모든 영상

물들을 준비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 OKTN(KBS 

World)의 노력이 금번 2008 송년의 밤 행사를 더욱 뜻 깊게 만들어 냈다.

4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된 행사는 각개각층의 교민들이 보내준 새해희

깔끔한 진행이 돋보인 2부 사회자 백형균씨와 

이효순씨

   2008년도 유공 표창자

김석만 PT. Doosan Cipta Busana Jaya

김순민 PT. Aspex Kumbong

조준원 PT. Busana Prima Global

장봉희 PT. Dong Jung Indonesia

김태웅 PT. Dong Sung Jakarta

이명우 PT. Dongan Kreasi Indonesia

김태섭 PT. Gaya Indah Kharisma

한근수 PT. Kideco Jaya Agung

김지숙 PT. KMK Gloal Sports

최성욱 Miwon Group Indonesia

송호대 PT. Pratama Abadi Industri

전병철 PT. Aneka Busana Jaya

망 영상메시지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른 ‘누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인회, 대사관 관계자들과 

인니 인사가 무대에 올라 

‘누이’ 를 부르며 송년의 밤 

마지막 무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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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대사가 2008년을 빛낸 12명의 유공자들

에게 표창장을 건네고 있다.

1부 공식행사 사회를 보고 있는 노예범 씨

깜찍한 복장의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이

고요한밤 거룩한밤, 징글벨, 아빠 힘내세요 

등 귀여운 동작과 함께 합창,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

한인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있는 재인니한인회장단, 

지방한인회장들이 연단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08년을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2009년 기축년 새해를 기원하면서 건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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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ELga Degital Photo(구 전’s 포토)



색소폰 동호회의 멋진 공연모습

특별 출연한 반둥 한사모 회원들이 비보이 공연(위쪽)과 전통과 현대 타악기를 

이용한 인도네시아 신음악인 Perku2(Perkutwo) 공연을 선보였다.

대사관 이승범 서기관과 인니 외교부 밴드가 한국노래와 인니노래 

등을 부르며 양국의 화합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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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후원사
1 승은호 코린도 그룹 후원금 Rp. 3000 만

2 김경곤 봉제협의회 후원금 Rp. 2000 만

3 송창근 PT. KMK Global Sports 후원금 Rp. 2000 만

4 배상경 PT. Jambi Resources 후원금 Rp. 2000 만

5 조종수 외환은행 후원금 Rp. 2000 만

6 이민재 우리은행 후원금 Rp. 2000 만

7 이정세 하나은행 후원금 Rp. 2000 만

8 KBS World 제작, 홍보 지원

9 구자성 일요신문 홍보물 제작

찬조목록
번호 성 명 회 사 명 상 품 명 수  량

1 승 은 호 코린도 그룹 LCD 모니터 1 대

2 승 은 호 코린도 그룹 LCD TV 1 대

3 강 성 원 JR Salon 이용권 (Rp. 50만) 1 매

4 강 성 원 JR Salon 이용권 (Rp. 35만) 2 매

5 강 영 한 PT. K. H. International 치간치솔 2000 개

6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상품권 Rp. 200만

7 곽 삼 섭 PT. Bosaeng Jaya 상품권 Rp. 200만

8 구 자 성 일요신문 리츠칼튼 호텔 1일 숙박권 1 매

9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상품권 Rp. 100만

10 김 광 현 PT. Asoka 도자기 세트 1 SET

11 김 남 진 행남자기 15PCS DinnerSet 3 Set

12 김 두 련 Miwon Indonesia 클로렐라 세트 3 SET

13 김 병 권 KOTRA 골프가방 1 개

14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상품권 Rp. 100만

15 김 성 국 PT. Kideco Jaya Agung LCD TV (40인치) 2 대

16 김 송 정 PT. Unicon Indo Mesin 핸드폰 1 대

17 김 영 욱 PT. Gaya Indah 핸드폰 1 대

18 김 재 유 PT. Dong Sung 냉장고 1 대

19 김 재 훈 중부자바 한인회 Tea Table 2 개

20 김 진 우 PT. Selaras Kausa Busana 상품권 Rp. 300만

21 김 창 모 대한항공 ICN-JKT 구간 왕복티켓 1 매

22 김 한 태 호산 여행사 홈씨어터 1 SET

23 김 흥 기 수까부미 한인회 찬조금 Rp. 200만

24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디지털 카메라 1 대

25 박 재 한 PT. B P G 핸드폰 2 대

26 박 헌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핸드폰 1 대

27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휴대폰 2 대

28 배 상 경 PT. Jambi Resources 핸드폰(옴니아) 1 대

2008년 송년의 밤
찬조 리스트

  <2008년 송년의 밤> 행사를 위해 정

성어린 후원과 찬조에 협조해 주신 모

든 교민 여러분과 기업들에게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에는 항상 가내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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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한국관 식사(Rp.20만) 3 매

30 서 영 율 PT. Pratama Abadi 디지털 카메라 3 대

31 송  숙 Good Deal Gallery 마호가니 6DRW 화장대 2 대

32 송 창 근 PT. KMK Global Sports PDP TV (42인치) 1 대

33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디지털 카메라 1 대

34 양 승 진 PT. Doson Indonesia 이태리 브랜드 여행가방 3 개

35 양 시 완 PT. SKY Trading Int’l 토스터기 1 대

36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도자기 세트 1 Set

37 엄 석 준 뉴 월드 메디칼 상품권 Rp. 100만

38 윤 동 훈 Lotte Trading PTE. LTD 핸드폰 1 대

39 이 기 주 LG Ein LCD TV (37”) 1 대

40 이 기 주 LG Ein 핸드폰 1 대

41 이 기 주 LG Ein Slip TV (29”) 1 대

42 이 기 주 LG Ein DVD Player 2 대

43 이 상 일 PT. Ungaran Indah Busana 상품권 Rp. 100만

44 이 승 민 Y S M 전자레인지 1 대

45 이 영 호 SAMICK Indonesia UP RIGHT PIANO 1 대

46 이 완 주 PT. Hanin Nusa Mulya 상품권 Rp. 200만

47 이 종 찬 삼성전자 LCD TV (37”) 1 대

48 이 종 찬 삼성전자 핸드폰 1 대

49 이 종 찬 삼성전자 홈씨어터 1 대

50 이 종 찬 삼성전자 MP3 Player 2 대

51 이 종 후 PT. Sung Won Indonesia 상품권 Rp. 300만

52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양식기 세트 3 SET

53 이 진 수 PT. Sung Bo Jaya 전자레인지 1 대

54 이 진 호 PT. Jin Young 진영 삼붕냐와 10 병

55 이 호 덕 Royal Sumatra 샌드 웨치 1 개

56 이 희 경 PT. Prime Freight Indonesia 찬조금 Rp. 300만

57 이 희 락 한국도자기 디너세트 2

58 이 희 락 한국도자기 커피잔세트 3

59 임 연 식 임 테일러 양복 1 벌

60 임 택 선 동부자바 한인회 찬조금 Rp. 300만

61 장 주 현 PT. Inko Prima Utama Jaya 상품권 Rp. 100만

62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상품권 Rp. 200만

63 정 용 완 PT. Hung-A Indonesia 핸드폰 1 대

64 조 규 철 PT. Dong Jung 디지털 카메라 1 대

65 조 성 국 LIG 핸드폰 1 대

66 조 종 수 외환은행 퍼터 1 개

67 주 헌 욱 PT. Hyundai Corporation 상품권 Rp. 100만

68 진 영 휘 SK Keris 찬조금 Rp. 500만

69 진 영 휘 SK Keris 핸드폰 1 대

70 한 규 성 한생 컨설팅 찬조금 Rp. 100만

71 홍 기 호 PT. Aurora Int’l Co. 곰돌이 인형 2 개

72 가나 레스토랑 식사권 (Rp.30만) 5 매

73 가효 레스토랑 (끌라빠가딩) 식사권 (Rp.50만) 4 매

74 고주몽 식사권 (Rp.50만) 3 매

75 김삿갓 식사권 (Rp.50만) 2 매

76 눈사랑 안경원 이용권 (Rp. 50만) 4 매

77 다솔 식사권 (Rp. 20만) 5 매

78 로시킨 네일아트 (Rp. 10만) 500 장

79 솔한의원, 솔 진생코리아 진료권 (Rp. 200만) 2 장

80 수라청 식사권 (Rp.50만) 10 매

81 시티서울 식사권 (Rp.50만) 4 매

82 신농씨 한방병원 한약할인 (Rp.100만) 2 매

83 신농씨 한방병원 복부침뜸 사용권 (5회) 1 매

84 죠지안 퍼니처 이젤 1 개

85 청기와 식사권 (Rp.20만) 5 매

86 청해수산 상품권 Rp. 100만

87 클레오파트라 1년 회원권 1 매

88 토박 식사권 (Rp.50만) 6 매

89 플라워 이벤트 꽃바구니 (Rp. 30만) 5 개

90 하나투어 리츠칼튼 호텔 1일 숙박권 1 매

91 한인회운영위원총회 상품권 Rp. 490만

92 한인회운영위원총회 커피세트 4 개

93 한인회운영위원총회 LCD 모니터 1 개

94 휴 양주 12 병

95 Damai Indah Golf 4인 골프 이용권 2 매

96 Exotic Coffee 커피 15 봉지

97 Four Seasons Hotel Spa Set 2 개

98
Gading Raya padang 
golf & Klub

4인 골프 이용권 2 매

99 Hotel Mulia 1일 숙박권 1 매

100 Intercontinetal Hotel Scusa Restaurant 식사권 (Rp70만) 1 매

101 J W Marriott 2인 뷔페 이용권 1 매

102 Jagorawi Glof Club 1인 골프이용권 2 매

103 Mahakam Hotel 뷔페 식사권 1 매

104 S H 미용실 미용실 이용권 Rp. 200 만

105 The Ritz-Carlton 2인 스파 이용권 1 매

106 반둥한인회 전자레인지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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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네시아 최우수 투자기업상 수상

- R&D투자 . 재무성과 . 친환경경영 . 사회공헌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

- 한국기업 최초로 수상, 인도네시아 ‘국민 브랜드’로서의 위상 높여

- 현재 모니터 . 홈시어터 . 양문형냉장고 . 2Door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등의 제품 시장점유율 1위

LG전자(066570, 대표 南鏞, www.lge.co.kr)가 인도

네시아에서 2008년 최우수 투자기업상을 수상했다.

LG전자 인도네시아법인이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2008 투자기업상(Investment Award 2008)’ 시상식에

서 최우수 외국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인도네시아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R&D투

자 ▲기술발전 ▲재무성과 ▲제품의 품질 및 가치 ▲친

환경 경영 ▲지배구조의 우수성 ▲사회공헌 활동 성과 

등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시상하는 상으로서 LG전자가 국내기업으로

는 처음으로 올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LG전자는,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 인도네시아 

‘최우수 수출기업상 (Primaniyarta Awards)’ 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 투자기업

상’까지 수상함으로써 인도네

시아 국민 브랜드로서의 명성

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자

본투자조정청(BKPM) 루트

피 청장은 “LG전자는 국제화의 도전 속에서 인도네시

아인들에게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데 공헌했으

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미래 투자조건과 방향

을 제대로 적용한 우수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2008 투자기업상’은 인도네시아 내 4,641개 국내기

업과 8,675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으

며, 인도네시아 국내기업 두 회사와 해외기업 두 회사

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해외기업 중에선 LG전자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2008 투자기업상(Investment 

Award 2008)’ 시상식에서 LG전자 인도네시아법

인장인 이기주 부사장(오른쪽)이 유숩 칼라(Yusuf 

Kala) 인도네시아 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투자기

업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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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닛산 자동차가 최우수 회사로 선정됐다.

LG전자 인도네시아법인장인 이기주 부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

장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LG전자의 약속을 지켜

낸 증거”라며, “이번 수상을 통해 LG전자는 인도네시

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fk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LG전

자는 모니터• 홈시어터• 양문형 냉장고•2 Door 냉장

고•세탁기•에어컨 등의 제품이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

고 있으며, LCD TV가 2위를 차지하는 등 IT•전자제품 

분야에서 대표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LGEIN 협력사 모임, 각별한 한사모 사랑

지난 11월 7일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의 협

력사 모임 (회장  양영연)에서는 “한국을 사랑하

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모임”(이하 한사모, 회

장 리나)에 물품 지원 행사를 갖았다.

2006년말 반둥을 중심으로 약 500여명 회원

으로 구성된 한사모는 그 동안 한국어 교육, 각

종 문화 및 예술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으나 

부족한  재정으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지 못

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LGEIN 협력사 

모임에서 활동에 필요한 LCD TV와 프로젝터 등 

10종 (약 3,500만 루피아)을 구입, 지원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사모 회장인 리나씨

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

어 너무 기쁘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을 확보 해 

한국의 문화를 배워 작은 힘이지만 한국과 인니

의 가교 역할에 일조 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LG 협력사 모임에서는 작년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U.I 대학교 한국어 학과 입학생과 재학생

들 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한사모는 지난 12월 16일 자카르타에서 

있은 <2008 송년에 밤>에서 ‘비보이’와 인도네

시아 전통악기와 모던 악기의 합주연주인 신음

악 ‘Perku2’ 공연을 선보여 자리한 교민들의 큰 

박수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민사회와 더욱 가

까워 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민들의 이야기, <먹빛 붓길>로 드러내다
필묵으로 인연을 맺은 자필묵연전 ㅈ제4회 정기전 개최

제4회 자필묵연전 <먹빛 . 붓길>이 

지난 12월 18일~21일 까지 엣센스 다

르마왕사 문화홀에서 열렸다. 자카르타

에서 열리는 아주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자필묵연 정기전

은, 이번에도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에

서 탄생한 서예 문인화 40여 점을 교포

들과 현지인, 제3국인들에게 선보였다.

많은 관람자들로부터 예년에 비해 

한결 업그레이드 된 작품전이었다는 

평을 듣기도 했는데, 자필묵연을 지도

하는 인재 손인식 선생은 “출품 회원과 

전시를 관람한 모든 이들에게 삶의 진

정성 한 가지를 헤아려 보게 한 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더욱 노력

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출품회원들이 

평소 필묵과 벗하고 작품을 하면서 느

낀 단상들을 작품과 함께 수록한 도록

을 발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곧 관람

인들에게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이 전시는 조선

일보와 연합뉴스를 통해 국내에까지 널리 알려졌고, 다시 자카르타 

교포들에게 배달된 조선일보를 통해 송년의 교포사회를 훈훈한 문

화 이야기로 꽃피우게 했다.

한해 한해를 거듭해 오면서 벌써 4회째를 맞이한 자필묵연전은 아마추어로 시

작했던 회원들의 필묵에 살이 붙고 뼈대가 굵어지면서 어느덧 전문가의 냄새

를 물씬 풍겨내고 있다. 회원의 폭도 점점 다양해져가고 있는 자필묵연 모임

이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문화의 향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

기를 바란다. 

한인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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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섬유협회 간 MOU 체결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와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 : Asosiasi 

Pertekstilan Indonesia) 간에 양국 섬유산업 협력 및 발전

을 위한 양자회의 및 양해각서(MOU) 체결이 12월 16일 

자카르타에서 양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

데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22일 KOFOTI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섬유협회, 섬유연구

소 등과 함께 한국-인도네시아 섬유의류산업 포럼을 호텔 

Mulia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 금번에 체결된 협약은 지난 

포럼에 이은 빠른 후속조치로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본 협약식에는 한국측에서 하명근 KOFOTI 부회장,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남규 상무관, 한-인도네시아기

술협력센터(KITC) 김평순 소장, 김부흥 KOFOTI 팀장 등

이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측에서는 Benny API회장 및 

Ade 부회장, 산업부 Marwoto 전청장 및 Sagala 섬유국장, 

Ismy API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본 협약에 따라 양국 섬유산업 간에는 한-아세안 FTA 

섬유분야협력 증진, 수출입 확대 및 투자증진 모색, 정보

제공 및 지원 등은 물론이거니와, 패션.디자인 관련 기술 

및 인력교류, 지적재산권 협력 등에도 함께 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

아울러, 하명근 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4번째 섬유교역국이자 3번째 투자대상국임을 강

조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섬유업

계의 3대 애로사항 (임금 급상승, 근로허가, 세금) 

등에 대하여 섬유협회와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Benny 

회장 역시 인도네시아 섬유업체 설비장비의 노후

화와 피니싱 분야의 저조한 기술력 등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섬유기업간의 이

해 및 협력을 증진하고, 거래 및 투자확대를 위하

여 API측과의 보다 많은 정기, 비정기적인 접촉과 

조율도 필요하다면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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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게 울려 퍼진 송년음악회
- 해피 자카르타 합창단, 창단 기념 송년음악회 개최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 해

피 자카르타’(이하 해피 자카르타)는 문화사역의 연장

으로 합창단을 창단, 창단연주회와 송년음악회를 겸하

는 ‘2008 송년음악회’를 12월 6일 오후 자카르타의 메르

디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300여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송년음악회

는 본격적인 공연 시작 전, 지난 2007년 3월 5일 전파를 

타고 첫 방송을 송출한 이래 현재까지 FM 100.6MHz를 

통해 오후 6시에서 1시간 동안 방송을 지속해오고 있는 

‘해피 자카르타’의 프로그램 및 방송제작 과정과 특파

원, 문화사역팀, 후원회에 대한 소개를 통해 방송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 ‘해피 자카르타 합창단(단장 김원관, 지휘 신정

일)’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다. 바로 창단되었다고 하기

에는 너무나도 멋진 화음의 합창을 선보인 ‘해피 자카르

타 합창단’과 환상적인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

폰, 첼로 연주 등은 객석에 자리한 교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였다. 객석을 향해 

지휘봉을 든 신정일 목사의 지휘에 맞춰 합창단과 교민

이 하나가 된 장면에선 ‘함께’ 라는 단어 속에서 ‘사랑’의 

의미가 환희와 기쁨으로 교차하는 듯 묘한 감동을 전해

주기도 했다.

때로는 가벼운 듯 깊이 있는 캐롤송이 천상의 화음으로 

울려 퍼질 때 마다 12월의 어느 늦은 밤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네시아 곳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교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번 음악회가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한편 ‘해피 자카르타’는 현재 FM 에서만 청취 가능한 

방송영역을 AM 영역으로 까지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AM으로 영역이 넓어지면 멀리 반둥의 교민들

도 매일 저녁 해피자카르타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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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KOICA 연수생동창회 공무원들의‘보은의 선행’

지난 12월 13일 동부 자카르타 찌부부르(Cibubur)에 

위치한 한-인니 스포스 협력센터(POPKI)에서는 사람 냄

새 물씬 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연수생 동창회 모임인 IAKI(Ikatan Alumni KOICA 

Indonesia)에서 주최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자선바자회 및 

헌혈행사이다. 단지 몇주간의 한국에서의 짧은 연수에 참

가했을 뿐이지만, 이들에게 KOICA 초청연수는 ‘그들 생에 

특별한 경험이자 배움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돌아와 인도네시아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H. Murdhani 동부 자카르타 시장, IAKI 회

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찌부부르 지역 빈

곤층에게 기초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선바자회 수

익금을 지역발전 기여금으로 기부하는 등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 지도층으로써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

서 진행되었다. 또한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헌혈 참여

를 유도함으로써 나눔에 익숙하지 않은 빈곤층에게 새

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IAKI 회장 Surat Indrijarso(인니 Cabinet 

Secretariat 국장)는 “우리는 KOICA 연수를 통하여 한국

의 놀라운 발전과정을 배웠고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다

는 것을 느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가까운 주변을 살피

는 것부터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IAKI는 KOICA가 주관하는 정부초청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공식 동창회로 1991년부터 올해까지 KOICA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공무원 

및 주요기관 관계자 약 2,00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

다. 이들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경험을 살려, 2007년 보

고르 지역 루이말랑 마을 도서기증, 2008년 5월 의료봉

사 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카르타

지난 11월 5일(수) 발리 쿠타해변에선 두 교민

이 제50회째 색소폰과 기타 연주를 통한 자선공연

을 가졌다.

매주 수요일 발리 쿠타 CENTRO백화점뒤 해변

무대에서 오후 7시에서 두시간 반이라는 짧지않

는 시간 자선공연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발리에서 

10년이상 사업을 해오고 있는 ‘김 정래’씨(색소폰 

연주)와 ‘천 승현씨’씨(기타연주와 노래)다.

그들의 공연동안 모금함을 통해 모인 기금은 전

색소폰과 기타로

발리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요

액 발리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로 사용되

고 있다. 이들의 자선공연이 발리내에서 점점 감동을 전해주자 

발리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위한 음향기기와 음료수 등

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CENTRO 백화점에서도 무대설치와 전

기, 조명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터등을 통해 자선공연의 취지를 관중들에게 전달하

고 있어, 발리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기금을 모으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인이 인도네시인에게 도

움을 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눈물을 적

시기도 하는 감동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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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자카르타 리버사이드 골프장에선 다

사다난했던 연말을 결산하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보고르 한인회(회장 한현봉)의 골프대회와 송년회

가 열렸다. 매월 한차례 정기적인 골프모임을 갖고 있는 

보고르 한인회의 금번 골프모임은 벌써 117회째를 맞

이하면서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뿐만 아니라 최신의 정

보를 공유하는 핵심적인 모임의 전통이 되고 있다.

100여 한인회원들과 대사관의 변철환 영사, 하형소 

노무관 및 한인회 조규철, 신기엽, 조종수, 이민재 부회

장등과 김경곤 봉재협회회장, 김우재 월드옥타 인니지

회장, 엄정호 반둥한인회장, 김재훈 중부자바 한인회장 

등 수십 명의 초청인사가 참여하여 1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골프모임에는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12시에 맞춰 Tee off로 시작된 골프대회는 청명한 하

늘과 좋은 날씨 속에 평화롭게 치러졌고 보고르 한인회 

골프모임 이래 처음으로 홀인원 상품이 걸려있는 홀에

서 홀인원이라는 기록이 세워지는 대사건(?)이 발생하

였다.

네 번홀 파3 에서 일어난 대사건(?)인 홀인원의 주인

공은 보고르 한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철훈(PT. In-

dobox Utamajaya 사장)씨다. 이철훈씨는 ‘생각지도 못

한 것이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다’며 쑥쓰러워 했지만 

“홀인원 후 평생 동안 받아 온 축하보다 훨씬 많은 환대

를 받게되어 너무 기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뜨

거운 축하를 한 회원들은 ‘보고르 한인회를 위해 많은 

일을 솔선수범해 해온 이철훈씨에 홀인원이 돌아가게 

된 데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는 것 처럼 기쁘다’고 연발

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이철훈씨의 아내 또한 2003년

도 같은 홀에서 홀인원을 한 점이다. 같은 홀에서 부부

가 함께 홀인원을 한 것 자체만이라도 충분히 회자될만

한 것이었다.

골프대회 홀인원 상품으로 걸린 기장 이노바 승합

보고르 한인회, 송년골프대회 및 송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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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

차를 인수받고 골프장 측에서 트로피와 홀인원 인증서

를 받게 된 이철훈씨는 보고르 한인회 전체의 큰 경사로 

여기고 모든 회원들과 그 기쁨을 나눴다. 홀인원 기념으

로 회원들과 갖은 식사, 술 대접으로 들어간 비용이 어

마어마했다는 후문이 있지만 “홀인원을 하면 3년간 재

수가 좋다고 하는데 모든 회원들과 그 운을 나눠 어려

운 시기를 모든 회원들이 슬기롭게 극복해 갔으면 좋겠

다”라고 이철훈 씨는 전했다.

이날 전례없는 기록이 있었던 골프대회를 무사히 마

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송년호 및 골프대회 시상식이 

연이어졌다. 송년회에서 한현봉 회장은 “매년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초청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해 준 점

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보고르 한인회가 본연의 모습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걷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골프대회 시상식에서는 송영식, 김문호씨가 우

승트로피를 안았고, 김현중씨가 메달리스트가 메달리

스트의 영예를 거머줬다.

시상식이 끝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8천만 루

피아 상당의 찬조금과 회원사들이 정성스럽게 보내온 

많은 찬조물품을 송년회에서 서로 나눔으로써 뜻 깊었

던 송년모임을 마무리 했다.

보고르 한인회는 매년 보고르 지역 불우한 이웃을 돕

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아원 방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한국학과 학생 장학금 지원 등 사회 봉사활동

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보고르 한인회 골프사상 

최초로 홀인원의 기록을 

세운 이철훈 씨



반둥한인회에서는 2008년 12월 29일 ‘한인 체

육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하였다. 

1부 체육대회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에서 오전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하였는데, 초 중고 성인남녀 그

리고 인니 현지인들 모두 약 300여명이 함께한 자리

였다.

남녀 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족구,축구,피구,릴

레이 달리기등 청팀 홍팀으로 나누어 하였다. 성인 남

자와 현지인 기사들과의 축구시합, 주부들이 하는 피

구,마지막 한인회장님 달리기 그리고 육개장과 족발, 

맛있는 김치가 함께한 점식 식사 …마치 시골의 한 운

동회를 연상케 하는 소박하고 정겨운 시간이었다. 

경기 승패에 관계없이 운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

이 교류할 수 있었고, 고국을 떠나 놀이 문화가 부족할 

수 있는 반둥 거주 어린이 들에게는 또래 친구들과 어

울릴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2부 송년의 밤은 오후 5시에서 밤 9시까지 반둥 비

엔나 레스토랑에서 개최하였다.  반둥 교민외에 지방

한인회 ,JIKS 그리고 월드 옥타등 많은 분들이 참석 해 

주셨다. 행사시작에 앞서 대사님 표창장 수여, JIKS에

서 반둥한글학교에 도서기증,그리고 후원 물품 및 후

원금 소개가 있었다.

송년의 밤 행사는 천혜령 어린이의 오카리나 연주

를 시작으로,구본관님의 섹소폰 연주등 기존에 접할 

<취재 : 이용화 하이론 법인장>

수 없었던 클래식한 문화공연과 이제 반둥의 명물이 

된 유영숙님의 각설이 타령과 같은 토속적인 공연 그

리고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인니 현지인 모임)의 부

채춤 공연등이 있어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신명

나고 흥겨운 행사였다. 그 외 개인장기자랑과 중간 중

간 경품 추첨등이 있었다.

이날 엄정호 한인회장(PT.ING대표)은 “미국발 금

융위기 여파로 반둥소재 한인 기업들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

휘하여 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하였다.

두 행사와 함께 다사다난 했던 2008년을 마무리하

며, 다가올 기축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성실

한 소처럼 승승장구 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되길 

반둥 한인회 집행부 일동은 희망을 응원합니다. 

반둥은 해발 300M위치하여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비슷한 기후조건,온천지역, 그리고 Factory Outlet등 

볼거리등이 많고 살기 좋아,자카르타와의 고속도로 개

통과 함께 한인 인구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한인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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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둥

천진난만한 반둥의 어린이들도 있고, 한인회장님, 여성회회장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모

습도 보인다. 한인임원분들 케익커팅도 하고 교민들 다함께 국가를 생각하며 애국제창

도 하고 혜령이 오카리나 연주에 구본관님의 섹소폰 연주까지... 좀 시골 운동회 같은 느

낌이 드는 반둥교민들의 체육대회와 멋진 송년 모임...

 모든 교민 여러분 새해 꼬~옥 많이 많이 받으세요~~

소박해도 행복했던

반둥 교민들의 송년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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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8일. 12시 30분 ~22시 30분까지 (GOMBEL GOLF장내) 중부자바 한인회 송년 골프 및 밤 

행사를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김 재훈 한인회장님 개회사/시상식/경품 추첨과 노래자랑 등, 모두 어렵고 힘

든 한 해였기에 잠시나마 잊고 행복한 나눔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2009 기축년 한 해를 준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개회사 요약

 금년 한해 유가 상승으로부터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제 및 기업활동 위

축 등 어려웠으나 명년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3가

지 제안을 하여 참석자 모든 한인들에게 강조 및 동의를 얻어 냄으로 더욱 하나되

는 모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포 모두가 관심과 참여하여 열린 한인회 만들기.

-. 몇몇 특정인의 모임이 아닌 기업 및 한인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튼튼

하게 뿌리내리고 번성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함. 

서로 믿고 돕는 기업 및 동포사회를 만들기.

-. 일거리 나누어 하기/우리기업 제품 구입하기/일자리 찾아주기 등…

경쟁력을 키워가며 한인 동포 위상을 높이기 위한 현지인들과의 관계개선하기.

-. 근면성/연구/합심단결/노력하여 경쟁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육 및 동

참을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하며 오랜 기간 함께하여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가자. 

끝으로, 이번 모임에 찬조 및 준비로 수고한 분들에 대해 소개를 하며, 특히 고국과의 거래가 많은 쯔빠

라 지역 업체(20여개)의 가구 및 소품 찬조(27종류)에 대해 금융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출품에 고맙다

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가구나 소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부자바 쯔빠라지역 한인회 부회장, 이 강 사장(상미

가구 대표, 휴대폰 : 0812-2837914)에게 연락하면 좋은 정보 및 저렴하게 물품 구입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중부자바 한인회,

2008 송년골프대회 및
한인의 밤 개최

한인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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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 내 역 수 상 자 직  책 업 체 명 대 리 시 상 자

주인도네시아대사
표창장

임 종학 대표이사 PT.PERTIWI INDOMAS

김재훈 중부자바 한인회장.이 남훈 이     사 PT.ASRINDO INDTY RAYA

문 성구 대표이사 PT.BASILLIEA INDONESIA

재인니봉제협회장
공로상

정 남규 이     사 PT.SEMARANG GARMENT

박철구 중부자바
前 한인회장

김 종권 이     사 PT.HESED INDONESIA

김 원기 상무이사 PT.UNGARAN INDAH BUSANA

문 태우 이     사 PT.KORINA SEMARANG

지 경희 차     장 PT.SAMKYUNG JAYA APPAREL

평통서남아시아협의회장
표창장

김 재경 부장교사 한글학교 김창기 목사
(한글학교 교장.)이 기쁨 학생회장 한글학교

중부자바

골프대회 시상식 장면

즐거웠던 2008 한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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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대회 시상자 명단

시상내역 메달리스트 WINNER 1ND RUNNER LONGEST NEAREST 어린이 특별상

남자 박 동신 김 승진 김 광회 신 갑성 이 강훈 김 세호

여자 정 진주 한 지연 이 영선 이 일란

*.이번 대회에서는 박 동신 사장(PT.헬몬 대표), IN 36/34 -2, OUT 36/37+1로 TOTAL -1 언더
파를 기록하여 한인회에서 특별히 언더 패 제작후 추가 수여키로 약속함. (축하 합니다 !!! )

한인사회 소식

골프대회 경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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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단

이  름 회 사 명 찬    조

김 재훈 아스린도/한세에이스 PR500만

유 성천 헷세드 RP300만

이   강 상미가구 RP300만

박 세호 네시아 RP300만

문 성구 바실리아 RP100만/골프장갑320개

초 청 사

　 인도네시아 한인회 RP300만

　 봉제 협의회 RP250만

김 광현 평통서남아시아회장 화환/수상자 상품

김 송정 유니콘 RP500만

백 홍기 성은 인도자야 RP500만

회 원 사

이  름 회 사 명 찬    조

신 세희 리스마 대우 RP250만

이 제목 삼원 RP200만

이 현우 HLS STARWIG RP150만

우 동우 오리엔트 RP150만

김 주철 스타패션 RP150만

변 효순 스마랑 가먼트 RP150만

박 철구 VISION LAND RP150만

신 갑성 SAM KYUNG RP150만

이 상일 UIB RP150만/비옷15장

임 종학 Pertiwi Indomas RP150만

한 인완 미야산 RP150만/야구글러브5개

김 건우 에이스 RP150만

이 옥찬 KORINA RP150만

이 범재 사두아 RP150만

곽 주용 시나브로 RP100만

이 선우 SB INDO RP100만

이 기순 한강 RP100만

장 인　 한라웨싱 RP100만

박 동신 헬몬 RP100만

오 동훈 FCS RP100만

김 수길 아리랑마트  케비넷 2셑트 

김 남호 하나투어 스마랑  자카르타 왕복티켓 

박 종호 하이론  휴식용 베게50개 

김 동하 　  음향기기 지원 

　 쯔빠라 한인기업 일동  가구및 소품27점 

2008년도 송년 골프 및 한인의 밤에 정성 어린 후원과

찬조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 재인도네시아 중부자바 한인회배상 -

“2009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바 모든 것 이루시길 기원 합니다.”

찬조 리스트

중부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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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세관 초청 한국투자기업 세미나 개최
- 통관제도에 대한 설명 및 기업 애로사항 전달 -

KOTRA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센터장 김병권)는 

12월4일 물리아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딴중 뿌리옥 본

부세관을 초청하여 인도네시아의 통관제도에 대한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인 13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강화된 통관제도에 대한  우리기업들

의 관심도를 알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딴중 뿌리옥 세관

소개, 수입가격산정, 통관절차, 이의신청 등에 대한 설

명이 있었다. 딴중 뿌리옥 세관은 지난해 7월1일부로 

본부세관으로 변경되면서 권한 및 위상이 강화되었으

며, 수입자와 통관 담당관 개별 접촉 금지, 수입품 검사

강화 등이 시행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세관 담당자(Mr Haryo 

Limanseto)는, 20명 정도씩 기업방문단을 구성하면 세

관의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직접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11월11일 KOTRA 자카르타와 딴중 

뿌리옥 세관장(Mr. Kushari Suprianto)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며서, 세미나 개

최를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딴중 뿌리옥 항은 인도네시아 제 1의 수입

항구로 2007년 기준 309억불을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동량으로는 

2,356만톤으로 전체 수입물동량 8,994만톤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수입항구이다. 

딴중 뿌리옥 세관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으면서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납득키 

어려운 조정관세와 벌과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의신

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기각하는 등의 사례

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망

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4월부터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가

격이 세관의 기준가격과 다를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기준을 기존의 최대 500% 에서 1000% 로 상향조정

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강화된 조정

관세 및 벌금부과로 인하여 우리기업을 비롯한 많은 

수입업체들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세미나의 질의응답시간에도 이에 대한 애로사항 전달

이 있었다.

한인사회 소식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 쨍쨍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와 강사의 몸동작에 맞춰 열심

히 떠라 하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포근한 행복을 느끼며 쉬엄쉬엄 걷

고 있는 가족들. 유행을 선도하듯 폼 나게 유니폼을 입고 조깅을 하는 사람과 그를 따라 보조

를 맞추고 있는 질밥 쓴 여인. 잔디밭에 살포시 보자기를 펴고 장난치며 뒹굴 거리는 아이들

의 모습.

동이 막 터 오르기 시작한 일요일 이른 아침 자카르타의 스나얀에 위치한 ‘글로라 붕까르노 

경기장’내의 풍경이다. 눈에 익었던 자카르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이유가 되어 일요일 이른 

아침이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정의 단합을 위해, 살짝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 이곳엔 수천 

명의 시민들로 북적거린다.

1년 전부터 이곳에 우리 교민들도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 주인공은 한인마라톤 동호회(회장 

최병우) 회원들. 지난해 봄 창립되어 매주 일요일 아침 6시가 좀 넘으면 어김없이 모여 거의 모

든 직장인들이 모처럼 단꿈에 빠져있을 시간을 시원한 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2009년 새해를 맞고 처음 맞은 일요일 아침 십 수명의 동호인들이 어김없이 모였다. 이중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두 명의 신입회원도 있었다. 두세 명씩 짝을 지

2009, 화이팅!

새해 희망을 가르는
재인니 마라톤 동호회

<취재 : 김영민 편집위원>

한인뉴스  37



38  한인뉴스

재인니 마라톤 동호회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완주!

달리고

깨끗한 공기와 잘 준비된 시설.  자카르타에서 맘놓고 걷고 뛸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감사해 하는 동호회 회원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 
동호회원들은 마무리 운동까지 끝낸 후 뜀터의 쓰레기를 주워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어 각자 몸을 풀고 경기장 주변을 맘껏 질주한다. 첫 출석을 

한 이학호 씨는 세 바퀴를 돌고 멈춰섰다. “인도네시아에 와

보니 걷는 양이 급격히 줄더라구요. 오늘 뛰어보니 숨은 안 

가쁘지만 근육이 힘든 것 같다”며 피식 웃는다.

최병우 동호회 회장 “아침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뛰다 보

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올해 2009년도 활짝 이 마음

처럼 활짝 열릴거라 생각합니다” 왕년엔 태권도 공인 5단에 

축구도 수준급이었다는 최병우 동호회 회장은 함께 뛰는 회

원들과 잠깐 잠깐 쉬면서 함께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어 생활의 가장 큰 활력

소가 된다고 전한다. 또한 회장직을 맡다 보니 토요일 밤 음

주는 자제하게 되어 집에서도 더욱 사랑을 받게 됐다고…

훈련부장인 양성모씨는 십 수 차례의 마라톤 풀 코스와 

100킬로미터 마라톤을 두 차례에 걸쳐 완주한 베테랑이다. 

그는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평범한 듯 하면서 깊은 

의미를 전한다. “선수가 아닌 이상 자기의 능력범위를 정확

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무턱대고 질주하다간 중간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완주하다 보면 마라

톤의 색다른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며 역시 베테랑다

운 철학을 보여준다.

금년 1월 1일 인니 지사로 발령 나오게 된 박동환씨. 마라

톤 경력은 3년으로 초보자일 것 같지만 그의 마라톤 완주 기

록은 감탄할만한 수준이다. 지난 해 봄 한국에서 2시간 40분

대 공식적으로 완주한 바 있다는 그는 잘 뛰는 숨은 비법을 

살짝 귀띔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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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원들은 운동을 마치고 근처 골프장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같이 하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 

동호회 회원들은 회원들간의 좀더 가까운 친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엔 수라바야와 수까부미로 야유회를 떠났다. 

이날은 1월 중순 멀리 족자지방으로 희망찬 2009년을
꿈꾸며 동호회 신년 야유회를 계획했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우선 간단한 스트레칭 후 경

기장 외 트랙(한바퀴에 1킬로미터)을 평균적인 자기 속도의 

50% 수준으로 달리고 나서 다시 스트레칭을 통해 몸 상태

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후 제 속도를 내

며 본격적인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시 낮은 속도로 조깅을 

해서 긴장된 근육을 다시 풀어주면 되죠.”

약 1시간여의 운동을 끝내고 동호회원들은 모두 모여 훈

련담당의 구령에 따라 마무리 체조로 오늘의 운동을 끝맺

게 된다. 

그럼 이제 귀가? 회원들은 검정색 봉투와 작은 집게를 하

나씩 받아 들고 경기장 주변으로 흩어져 트랙과 주변 잔디

밭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다. 버리는 사람, 줍

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인도네시아에선 사실 좀 이상한 광경

으로 비쳐지기도 할 법한 광경이었다.

“자카르타에서 맘놓고 걷고 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무

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 주변 만이라도 깨끗이 정돈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죠.” 라는 창립 회원인 김영남씨의 

말을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 진다.

회원들은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현지인들의 반응이 ‘이

상한 눈초리’ 그 자체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봉투에 한아름 쓰레기를 넣어주며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들이 창피하다며 낯선 외국인

들의 행동에 흐뭇한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며 

회원들의 표정에 뿌듯함을 배어나 왔다.

최병우 동호외 회장 포시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인니 마라톤 동호회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폴, 중

국, 한국 등 인니 주재 해외상공회의소의 연합체인 

IBC(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 국제상공회의

소)의 부회장에 인니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

장이 선출되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송창근 부회

장은 2010년 까지 IBC를 이끌어 가게 된다.

한인상공회의소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IBC는 해

외 상공인 대표들이 모여있는 단체인 만큼 대정부측에 

입법을 건의할 만큼 상당한 파워를 지니고 있어 향후 

인니한인상공인들의 적극적인 IBC 활용도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다.

부회장직을 맡게 된 송창근씨는 “IBC라고 하면 생소

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상공인들이 자동적으

로 가입이 되어 있는 파워있는 단체입니다. 6년전 설립

된 IBC는 인니상공회의소(KADIN)과의 상당한 관계를 

통해 입법 가능한 대정부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

으며 인니 정부에서 해외에 관한 동향을 조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체입니다”며 IBC에 대한 간략

히 설명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정기적인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IBC는 인니와 세계의 경제, 사회, 정치 동향을 파악

하고 각 상공회의소별로 내놓은 의제에 관해 깊이 논의

하여 외국인이 인니에서 사업하고 투자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들을 대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

고 있어 IMF 와 상당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송창근씨는 임원 선출 시, 많은 해외상공인들의 일방

적인 추천을 받아 수석부회장의 직을 맡아야 할 상황

이었지만 바쁜 사업일정으로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IBC 내의 전폭적인 지지도는 다름아닌 항상 활동적이

고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지니게 된 인적 네트워크가 결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됐다.

부산 APEC 회의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방문 시, 인

니 대통령을 초청 상공인과의 회의에서 능숙한 사회를 보기

도 했던 송창근씨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전해줬다.

 “모든 생활에서 프로 액티브 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모습

은 타인의 이목을 사로잡지 못하고 러브콜(타인이 진심어린 

호의로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을 받지 못하죠. 만약 인니 상

공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다 보면 자

연스런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지속

적인 교류를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은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

죠.”

송창근씨는 우리 한인사회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인니 중요

인사인 마리 빵에스뚜 상공부 장관과 소피얀 와난디 경총회

장과는 친구와 같은 절친한 관계로서 인니에 한인사회를 더

욱 친밀하게 다가가게 하고 또한 사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역할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현재 IBC는 인원수로 볼 때 한인상공회의소가 가장 크며 

투자 면에선 일본, 미국이 영향력으로 볼 땐 가장 큰 파워를 

지니고 있다. IBC에서 한인상공회의소의 영향력은 상당하며 

최근 수출업체에 대한 PET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안해 입법

까지 결정된 것도 한인상공회의소의 가장 큰 노력이 녹아 들

어갔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한 건의도 타국의 객관

적인 예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압력을 행사해 상생의 

길을 찾고 있는 것도 한인상공회의소의 노력이 가장 컸다.

하지만 송창근씨는 한인상공인들에 관해 약간의 조언을 

덧붙였다. 그 제언의 골자는 영어능력과 활동반경의 지엽성

으로 함축되었다.

IBC, 우리 상공인들의 출구입니다.

- 송창근 씨, 국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선출 

특
별
인
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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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상공회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측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바로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니어로의 대화는 이해측면에서 보

다 더 수월하겠지만 국제관계에선 한단계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면 이런 모습은 소극적

으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너무 한인사회 내부에만 국한 된 인적교류도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

국인으로서 한인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옳지만 일정 부

분은 현지인들과의 교류, 이를 통한 정보교류를 통해 우물안 개구리식의 

패턴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서 더욱 아쉬운 것은 아직도 한인상공

인들이 한인상공회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송창근 씨는 한인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의사항이 한인상공회의소

에 전달되고 이어서 IBC에서 중요 의제로서 다뤄진다면 즉 한인상공회의

소와 IBC를 적극 활용한다면 그 사안이 어렵더라도 가장 정도의 길을 가

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20년전 300불을 가지고 인니를 처음 밟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송창근 씨

는 현재 2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무실 임대

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자금이었기 때문에 사무실 없이 사업

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처음 시작 된 그의 성공신화를 많은 사람

들과 공유하기 위해 책을 발간하면 어떻겠냐는 많은 러브콜을 한

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

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한 기업인으로서 인간경영(Human 

Touch Management)의 깊은 뜻을 알고 실행한다면 누구든 더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한다.

“우리 회사 자산 제1호는 돈도 아니고 공장도 아닙니다. 바

로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종업원입니다.”  2008년 

12월의 끝 무렵 송창근씨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I)에서 

지식경제부 주관한 ‘한국기업인 이미지 제고’라는 주제

의 특별강의를 맡았다. 해외에서의 한국기업이미지가 

어떻게 평가 받고 있는 지를 논의하는 시간. 그는 휴먼 

터치(인간중심경영) 강의를 통해 한국기업 이미지 제고

에 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취재 : 김영민 편집위원>

IBC 부회장으로 선출 된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종업원 들이 우리 회사 자산 1호입니다.

“인간중심경영이 곧 성공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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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 순항훈련함대 인니 친선 방문.  교민들, 대대적 환영

한국 해군의 최신예 구축함인 대조영함과 

군수지원함인 천지함이 교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지난 12월 8일 자카르타 딴

중쁘리옥항에 입항했다.

지난 2003년 이후 5년만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순항훈련함대는 지난 1970년 최초로 

인니를 방문한 이후 18번째 방문이었다. 입

항식에는 주인니 김호영 대사, 한인회 임원, 

인도네시아 해군 고위 관계자들과 700여 명

이 넘는 교민들이 참석하여 먼 항해를 통해 

피곤해 질 수 있는 우리 해군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입항 후, 윤영식 사령관과 함장들이 하선

하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 학생들이 

한아름 준비한 꽃다발과 화환을 목에 걸어 

주며 반갑게 맞이하였고 인도네시아 전통무

용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거행하고 2박3일 

간의 방문을 축하했다.   

귀여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한국 해군

의 위용을 체험하기 위해 찾은 많은 교민들은 함상에서의 공식

행사를 마치고 함정 곳곳을 둘러 보며 특별한 나들이를 즐겼고, 

함상에서 직접 요리한 비빔밥을 나눠먹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함상 내 설치된 방산홍보 전시관 견학 기회를 통해 

1980년대부터 한국형 함정을 자체 건조해 온 한국 방산기술

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함

<취재 : 김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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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석구석에서 보기 힘든 배경과 경치를 뒤로 하고 

연신 카메라의 셧터를 누르는 교민들로 북새통을 이

루었다.

순항훈련함대사령관인 윤영식 준장은 “인도네시아

와 한국 양국 해군은 1970년 부터 함정방문, 주요인사

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

해 왔다”고 전하면서, “이번 방문이 양국간의 군사유

대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

감을 밝히고 특히 “예상치 못한 많은 교민들의 환대에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다”고 전하며 교민들에게 고마

움을 전했다.

금번 순항훈련은 내년 3월 임관을 앞둔 해군사관학

교 제63기 사관생도들에게 장차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이번에 방문한 인

도네시아 등 15개 순방국과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실

시하는 군사훈련이다.

최신예 국산 구축함 대조영함(5천500t급)과 군수지

원함인 천지함(9천t급) 등 2척으로 구성된 함대는 지난 

8월 25일 한국 부산항 출항후 블라디보스톡, 일본, 태

국, 싱가폴, 인도, 이집트, 터키, 그리스, 오만, 아랍에미

리트, 바레인, 몰디브,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으며 인

도네시아 방문후 마지막 방문국인 베트남을 거쳐 12월 

14일 한국에 귀향하게 된다.

해군사관생도 120여명 등 장병 620여명은 입항 후 

2박3일간 자카르타에 머물며 인도네시아 해군 지휘부

를 예방하고 양국 장병간 스포츠 경기 개최, 함정공개

행사 등 군사 교류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12월 9일 오

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110여명으로 구성된 한

국해군 공연팀의 군악대 연주, 사물놀이 공연, 의장대 

및 태권도 시범등 친선공연을 펼쳐 한국 문화를 소개

하고 교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활동도 전개 했다.

한편 한인회는 먼 항해를 통해 값진 경험과 한국 해

군의 위용을 떨치고 늠름하게 입항한 순항함대 임원

들을 자카르타에 초청해 만찬 연회를 열어 4만여 교민

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교류증진

에 힘써 주기를 바랬고, 해군은 함상에서 직접 모은 도

서 400여 권과 향수 젖은 갖가지 한국용품들을 한인회

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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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입항을 준비하고 있는 함정을 맞이하고 있는 교민들

하선하는 해군을 기다리고 있는 교민들

드디어 딴중쁘리옥 항에 정박한 늠름한 한국 해군

대사관과 한인회 관계자들이 윤영식 사령관과 함장들을 맞이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하선 후 환영식장으로 향하고 있는 윤영식 사령관(가운데)과 김
호영 대사(왼쪽), 김광현 서남아평통위원장(오른쪽)

인니 무용수들이 전통춤으로 입항을 축하하고 있다.

함정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700여 교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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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사를 거쳐 교민들이 하나 둘 씩 
함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함정내 방산홍보관에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의 모
습이 귀엽다.

해군사관생도들이 환영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비
빔밥을 먹고 나서 한 컷.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함정을 
방문한 학생의 모습에서 즐거
운 나들이 기분이 든다.

한국 해군의 우수성을 바로 알 수 있는 방산홍보관에
서 교민들이 함정과 잠수함 등 해군 무기에 대해 관심
있게 듣고 있다.

해군 군악대가 함상에서의 공식행사에서 멋진 연주를 하고 있다. 

“입항을 축하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어린학생들이 사령관과 함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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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니 해군과의 협력교류에 대해 말해달라.

한-인니 해군협력은 과거부터 양국간 교류협력 활발히 진행

되어 왔고, 1996년 양국 해군협력 체결 후 격년에 한번씩 양국 해

군 지원사항에 관한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관계증진이 상당

히 향상됬다. 개인적으로 1996년도 협력 체결시 담당과장으로 

인니 방문한 적이 있어 인니가 편한 느낌이 든다.

인도네시아 근해의 안전 상황을 어떠한가?

인니 근해, 말라까 해엽은 한국경제에 상당히 중요하다. 인니, 

싱가폴, 말레이시아 3개국이 협력해서 주변 해적 소탕을 위한 노

력을 통해 지금은 해상 범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국에 입항을 하고 나서 직접 내륙하여 활동을 하는가?

방문국을 알기 위해 우선 방문국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토

론과 운동을 통한 교류를 하고주요 인사 예방 시 생도 대표등이 

동참하여 방문국과의 교류를 꾀한다. 또한 방문국의 인사등을 초

청하는 공식자리인 리셉션 세레모니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선보

여 방문국 참여자와 인적 교류 가지게 된다.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위상이 교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 해군의 위상은 객관적으

로 어떻다고 보는가?

해군의 수준은 단적으로 우리나라 세계 경제력(세계 10위)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방문

하는 국가에서도 한국 해군의 위상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말들을 한다. 이런 큰 함대를 중무장 하고 세계 어느 

곳을 누빌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 해군이 부러워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군 해군 이외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해군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교민 참여했다 소감은 어떤가? 

지금까지 14개국 방문하면서 얼굴에 환영하는 모습과 생동감, 많은 교민들이 모여 우리에게대 환영을 해준 

것이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개인적으로 해군에 몸담은지 31년이 되어가고, 순양 훈련이 네번째인데 오늘은 제 

경험에서 가장 큰 환대였다. 감동과 눈물이 흘렀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자카르타 한인사회

의 힘과 단결력을 볼 수 있었다. 해군이 바다에 떠있다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교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가움

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윤영식 사령관과의

짤막 함상 인터뷰

윤영식 사령관

1981년 해군사롼학교 졸업 후 92년 영국 애버딘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 해군사

관학교 부교장으로서 임관을 앞둔 해군사관생도

들에게 장차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적

응 능력, 순방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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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 이가 유치입니다. 물론 모든 유치는 스스로 빠질 겁니다. 

빠진 유치가 있는 곳에서 영구치가 자랄 겁니다. 여러분은 유치는 빠졌을 때 무엇을 

할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빠진 유치를 지붕이나 땅에 던져야한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윗줄에 있는 이들을 땅에 던지고 아랫

줄에 있는 이들을 지붕에 던져야한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그냥 이를 던졌습니

다. 그렇게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부

모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부모님께서

는 그렇게 하면 좋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궁

금해서 친구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는 그들이 잘 대답했습니다. 

윗니를 땅에 던지고 아랫니를 지붕에 던지면 영구치가 빨리 자랄 거라고 했습니

다. 왜 윗니를 땅에 던져야 합니까? 왜냐하면 윗니는 아래로 자라고 아랫니는 위로 

자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윗니를 지붕에 던지고 아랫니를 땅에 던지면 영구치가 

자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유치가 빠질 때마다 땅이

나 지붕에 던졌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해서 제 영구치가 잘 자랐을 겁니다.

저는 이제 사촌 동생들과 조카들에게 유치가 빠지면 지붕이나 땅에 던져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려서 묻지 않고 금방 했습니다. 그들을 봐서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을 기억하면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믿어도 

괜찮고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말로 말해요
한국학과학생들의 우리말 실력 뽐내기

베아트리스
인도네시아 대학교 (U.I)

한국학과 2학년



시사포커스  9

글 : 김  문  환

2008년 10월 톱 탤런트 최진실의 자살사건은 국내

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후유증은 아직

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본인

에 의해 자행되는 자살행위가 있는 반면에 운동경기에

서는 자신의 실수에 의해 초래되는 자책행위가 빈번하

게 발생한다. 통상 구기종목에서 터지는 자살골, 또는 

자책골은 2001년 11월 20일 프로농구 SK소속의 문경

은 선수가 수비하려고 쳐낸 공이 골로 연결되었듯이 

농구경기에서 발생한 희귀한 전례가 있기도 하지만 주

로 축구경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이

렇게 본의 아니게 범한 자책골이 예상치 못한 끔직한 

사고를 불러온 한 예를 축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남

미 지역에서 찾아본다.

1994년 월드컵 미국과의 예선전 당시 콜럼비아 대

표팀은 마피아로부터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수비수인 안드레 에스코바르(Andres 

Escobar)는 후반경기 34분 무렵 자책골을 범하였고 

콜럼비아는 이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으니 위협을 가

했던 마피아단의 수지타산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

다. 경기 후 그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인 메델린

(Medellin)을 찾았고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는 순간 ‘골! 골! 골!’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악명 높

은 마약거래상 경호원의 총탄에 피살당했다. 체포된 범

인은 43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와 같이 

자책골과 같은 유사한 일이 운동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전투과정에서도 벌어진 사례를 만날 수 있다. 1960년

대 월남전에서 보았듯이 주로 미국 공군에 의한 오폭

으로 인해 아군이 희생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였다. 

그런데 공군이나 육상부대의 포병 지원사격 과정에서 

벌어지는 예가 아닌, 해상전투에서 벌어진 특이한 자

책골도 있었다는 전사(戰史)를 접하게 된다. 

태평양전쟁 개전 초기 필리핀, 말레이, 홍콩,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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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골

포르 등 남방지역을 차례로 점령한 일본제국 육해군

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

아) 점령을 남겨두고 있었다. 자바해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소위 ABDA 연합국함대가 상륙부대를 호위하며 밀고 

내려오는 오자와 지사부로(小澤治三郞) 중장이 총지휘

하는 일본해군 남방파견함대와 일전을 치러야 하는 상

황이 되었다. 1942년 2월 27일, 네덜란드 해군소장인 

돌만(Doorman) 사령관이 지휘하는 14척의 연합국함

대(ABDA)는 다까기 다케오(高木武雄) 소장이 이끄는 

17척의 일본해군 동부공략함대를 맞아 수라바야 근해

에서 함대전투를 벌인 끝에 네덜란드의 자존심인 기함 

드 루이터(De Ruyter)호가 격침되면서 돌만 소장이 전

사하자 연합국함대의 지휘체계는 급격히 와해되며 잔

여 함선들은 호주로 퇴각하도록 명령되었다. 그 다음 

날인 2월 28일 오후 6시경 미국 구축함 4척은 발리 해

협을 거쳐 호주로 도주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보다 한 

시간 앞서 영국 순양함 엑세터(HMS Exeter)와 구축함 

인카운터(HMS Encounter)는 서부자바 순다해협(Selat 

Sunda)을 거쳐 호주로 급진하였으며, 오후 8시경엔 마

지막으로 미국 순양함 휴스턴(USS Houston) 과 호주 

경순양함 퍼스(HMAS Perth) 도 순다해협을 따라 호주

로 도피 중이었다. 이 무렵 자바 상륙부대인 이마무라 

히도시(今村 均) 중장 휘하의 일본육군 제16군의 주력

은 남방함대의 호위를 받으며 자바 북서부 해안인 반

땀만(Teluk Bantam; 현재지명 Teluk Banten)에 진입

하며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 10시경 일본 구축함 

후부끼(吹雪) 호가 이 지역을 지나 순다해협 쪽으로 항

진하고 있는 연합국 구축함 두 대를 발견하고 최대 항

속으로 추격하였다. 휴스턴과 퍼스는 졸지에 일본 구

축함 4척과 순양함 1척에 포위되고 말았다. 밤 11시

경 일본 전함들은 조명등을 비추며 일제히 포문을 열

었고 휴스턴과 퍼스도 필사적으로 응전하였으나 퍼스

는 두 시간 후인 밤 11시 55분에 격침되며 680명의 승

조원 중 월러(Waller) 함장을 포함하여 350명이 수장

되었다. 한편 6발의 어뢰를 맞고 치명상을 입은 휴스턴

도 퍼스가 수장된 지 30분 후 1,061명의 승무원 중 룩

스(Rooks) 함장을 포함한 650여 명이 전사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이때 이마무라 장군 휘하의 육군 상륙부대

는 숨을 죽이며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해전을 관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든 여러 발

의 어뢰에 의해 일본 수송선 4척이 격침되었다. 이 4척

의 수송선 중엔 이마무라 중장이 타고 있던 류조마루

(龍鳳丸)도 포함되었는데 이마무라 장군은 수송선이 

침몰되기 시작하자 물속에 뛰어들어 시커먼 경유를 온

통 몸에 뒤집어 쓰며 통나무를 잡고 3시간 동안 표류하

던 중 구명보트에 의해 간신히 구조되었다. 실은 이 수

송선이 피격된 것은 일본구축함 모가미(最上) 호에서 

발사된 어뢰가 목표물인 휴스턴 호 배 밑을 통과하여 

상륙을 준비하던 일본군 수송선단에 명중된 것이었다. 

1994년 월드컵에서 자살골을 범하였다고 하여 

갱단으로부터 피살당한 비운의 축구선수 에스코

바르(Andres Esco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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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자살골이었던 것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마무라 

사령관은 메락(Merak) 지역에 상륙하여 5만 5천 명의 대군을 

지휘하며 파죽지세로 자바 전역을 밀어 부쳐 8만 5천 명의 연

합군을 격파하며 3월 8일엔 네덜란드군, 3월 9일엔 영국, 호주

군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며 자바섬을 평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자책골이 전쟁에서 발생한 특이한 경우를 들어 보았지만 

정치게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물갈이 공천을 단행한 한나

라당의 공천 3인방인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의원이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의 심판에 의해 모조리 낙선한 것도 어찌 보면 ‘물갈

이 슈팅’을 한 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지책골일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제4대 정당이며 최대 회교단체인 NU(Nahdlatul 

Ulama)에 뿌리를 두고 있는 PKB당이 2009년 총선, 대선을 앞

두고 당 대표인 무하이민 이스깐다르(Muhaimin Iskandar)를 

교체하는 슈팅을 날리다 그 공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되돌아

와 킥커인 구스 두르 모녀가 역전패를 당한 상황도 자책골의 

성격이 짙다.

1926년 1월31일 동부자바 좀방(Jombang)에서 하심 아샤

리(Hasyim Asy’arie)를 비롯한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창설된 

NU는 그의 장남인 와힛 하심(Wahid Hasyim)에 의해 수장의 

직위가 승계되어 일본강점기와 수까르노 정권 초기까지 적극

적으로 정치활동에 간여하며 NU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53년39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적통을 잇기까지 오랜 공백

기간을 갖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NU는 창설자의 혈통과 무관

한 남부 깔리만딴주 사뚜이(Satui) 출신의 이드함 할릿(Idham 

Chalid; 1921~)에 의해 28년(1956년~1984년) 동안 통치되며 

이드함 할릿은 개인능력을 한껏 만개하여 수까르노, 수하르또 

양 정권에 걸쳐 부수상, 국회의장(DPR&MPR), 국가자문회의 

위원장(DPA)을 역임하다 1984년에 이르러서야 창설자의 장

손인 압두르라흐만 와힛(Abdurrahman Wahid; Gus Dur)에게 

NU의 수장직을 인계하였다. 1998년 5월 수하르또 정권이 붕

괴되자 구스 두르는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

고 1998년7월23일 PKB당(Partai Kebangkitan Bangsa)을 창

설하여1999년 11월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에 취

1926년 1월31일 동부자바 좀방(Jombang)에서 NU를 

창설한 종교 선각자 하심 아샤리(Hasyim Asy’arie; 

1875~1947)와 그의 장남으로서 대를 이어 NU의 수

장에 오른 와힛 하심(Wahid Hasyim; 1914~1953). 

와힛 하심은 1945년 초대 내각 종교성 장관에 오

르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NU를 크게 

번창시켰으나 1953년 서부자바 찌마히(Cimahi)에

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39세로 단명하고 말았

다. 창설자의 장손이며 제4대 대통령인 압두르라흐

만 와힛(Abdurrahman Wahid; Gus Dur)이 1984년 

NU의 적통을 잇기까지는 31년의 공백기가 있었다. 

사진상단은 하심 아샤리, 하단은 와힛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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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골

임한 구스 두르 후임으로 NU총재직은 동부자바 뚜

반(Tuban) 출신의 이슬람 학자 하심 무자디(Hasyim 

Mujadi)가 승계하여 2009년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

다. 한편 PKB당 총재(Ketua Umum Syuro)의 직위를 

지니고 있던 구스 두르는 한때는 오누이 같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다 정적으로 돌변한 메가와띠 대통령에 

의해 2001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마또리(Matori 

Abdul Djalil) 당 대표를 해임하였으며 2004년에는 새

로 출범한 SBY대통령의 초대 내각에 입각한 알위 시합

(Alwi Shihab) 당 대표를 자신의 허락 없이 입각하였다

는 이유로 또다시 축출하는 강수를 두게 된다. 2008년 

초에는 자신의 조카이며 당 대표인 무하이민 이스깐다

르(Muhaimin Iskandar)를 2009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

을 대선후보로 옹립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스스로 대

권욕이 있다는 이유로 축출을 시도하다 거센 저항을 

받으며 심각한 내홍(內訌)에 빠져 있다. 구스 두르는 

“현 집권세력인 유도요노-유숩 깔라 진영이 2009년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의지가 박약한 무하이민을 이

용하여 PKB당을 화해시키려는 공작을 하고 있다.”며 

독설을 서슴지 않는다. 실제로 무하이민 측은 현 집권

층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구스 두르를 상대로 당권고수

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목전에 달한 총선등록을 

앞두고 누가 적격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 

법정소송을 통해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구스 

두르가 무하이민 대표를 축출하고자 했던 이번 시도

의 또 다른 목적은 현직 당 사무총장인 자신의 둘째 딸 

예니(Yenny Zannuba Wahid)를 차기 당권에 앉히려는 

포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딸만 네 명을 두고 있는 구

스 두르는 NU의 4대 적통을 이을 적자로 차녀인 예니

를 일찌감치 낙점하여 후계수업을 쌓아왔다. 1974년 

NU의 발상지인 동부자바 좀방에서 출생한 예니는 자

까르따에 소재하는 사립 명문 뜨리삭띠(Trisakti)대학 

디자인 시각영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행정대

학원을 연수한 후 호주의 유력지인 시드니 모닝 헤럴

드(Sydney Morning Herald)지의 자까르따 통신원으

로 재직 중 1999년 부친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시각

장애자인 부친의 지팡이가 되어왔다. SBY정권 초기에 

대통령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인 영역을 넓혀

가며 지금은 부친이 세운 PKB당의 사무총장이란 중책

을 맡고 있다.     

2억3천만 명 인구대국의 85%에 해당하는 이슬람신

도를 보유하는 세계최대의 이슬람 교도국인 이 나라에

서 무려 4천5백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NU의 정치

부문 자회사격인 PKB당이 분란과 파행적인 행보를 이

어간다면 이는 일개 당의 내부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국민들은 잘 인지하고 있다. 1965년 9.30사태 당시 공

산화 일보 직전의 위기에서 국가의 운명을 바로 잡는

데 마지막 보루가 되었음은 물론 수하르또의 장기집권

을 견제하는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NU의 존재는 

항상 국민들의 가슴 한 구석을 차지하여 왔다. 2001년 

구스 두르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백척간두에 처해 있을 

때 출신지인 동부자바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연일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무술특공대와 자살결사대를 상

경시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겠

다고 나서면서 나라 전체가 한 동안 혼란에 휩싸인 전

력도 있다. PKB당의 내분이 자초한 자책골의 기록을 

지울 수야 없겠지만 법정판결을 떠나 평화적으로 융화

되어 2009년 4월 9일 거행되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사

랑과 지지를 받으며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

는 것만이 이미 먹어 버린 자책골을 만회하고 역전승

을 거둘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는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

들의 여망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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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외일까?  오이일까?

먼띠문 수리의 원산지는 인도의 북서부 히말라야 산맥 

남부 산기슭에서 시작되어 약 3000년 전부터 재배되었다

고 합니다. 특히 오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많은 품종

이 전역에 걸쳐 재배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

에 맞게 정착되면서 다양한 종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먼띠문수리는 1년초 덩굴식물로써. 영명으로는 

Common cucumber, 인도네시아 에서는 Mentimun suri 

혹은 Timun suri로 불립니다.

먼띠문 수리의 겉표면은 옅은 노란색의 길쭉한 타원

형입니다. 색깔은 주황색에서 노란색, 미색으로 다양하

며 감촉은 매끈하고 광택이 있습니다. 육질은 차갑고 수

분이 많으며 참외보다는 오히려 오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기는 멜론향이 은은하게 풍기지만 막상 잘

라서 먹어보면 아무 맛도 못 느낄 정도로 무미합니다. 

먼띠문 수리를 손으로 꽉 쥐면 부셔질 정도로 말랑말

랑하고 부드러워 꼭 스폰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껍질 또

한 굉장히 얇고 부드럽습니다.

길이는 잘 익은 것을 기준으로 길이 20cm, 지름이 

10cm정도 되는 것이 좋으며 색깔은 노란 크림색을 띄는 

것이 맛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들어보니 오이와 비슷한 거 같지만 오이 보다

는 큰 거 같고 노르스름 한 게 꼭 줄무니 없는 참외 같지

만 참외라고 하기엔 큰 오이 같은 이 과일을 보면 다들 고

민 아닌 고민에 빠집니다.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사람들

과 함께 르바란을 동거동락 해온 대표적인 과일 먼띠문

수리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부아 블레와와 함께 금식

이 끝나고 부까 뿌아사(buka puasa)를 위해 준비해 놓는 

과일 중 하나로 이름은 오이와 비슷하지만 오이보다는 

더 향긋하고 신선한, 맛은 메론과 비슷한 이 과일.. 먼띠

문 수리입니다

먼띠문 수리의 학명은 Cucumis sativus L입니다. 먼띠문

수리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쌍떡잎식물강 합

판화군 박목 박과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박

과 식물을 살펴보면 호박, 오이, 참외, 메론, 수박 등이 있으

며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소염, 진통 효과, 특히 축농증에 

특효가 있는 수세미오이인 사과락(絲瓜樂), 기관지염증, 

이뇨작용에 좋은 동과자(冬瓜子), 간염에 걸렸을 때 유용

하며 토제로 쓰이는 과체(瓜蔕), 폐와 위의 열로 인한 마른 

기침, 갈증에 효과가 있는 천화분(天花分), 이뇨제로 쓰고 

급성과 만성의 신장염에 쓰는 수과(水瓜)등이 있습니다.

먼띠문수리 Mentimun Suri

 김효영원장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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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살펴보면 오이, 호박과 비슷하게 엹은 노란색씨

가 가운데에 들어있습니다.  보통 잘라서 쥬스를 해 먹을 

때에는 씨를 제거하여 먹습니다.

먼띠문 수리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미는 량(凉), 

감(甘), 무독(無毒)하고 귀경으로는 수태음폐경(手太陰

肺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에 속합니다. 효능으로는 

탁월한 한성(寒性)으로 인해 해열, 소염, 해독작용이 있

어 종기, 해수, 흉협부 동통 등에 쓰이며, 갈증을 없애주

는 효능이 있어 부종(浮腫), 소갈(消渴), 소아의 열성 설

사, 인후통, 구토, 가슴에 열이 나고 답답해지는 증상, 눈

이 붉어지고 부으면서 아픈 증상, 화상 등을 치료하는데 

활용돼 왔습니다. 술독을 풀어주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

어 사상체질 중 몸에 열이 많고 신장이 약한 체질인 소양

인에게 권장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로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찔 걱정 없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C와 70mg% 칼륨의 함량이 높은 알칼리

성 식품으로 산성 식품을 중화 시키는 장점이 있고 노폐

물과 소금기를 배출하는 작용을 해 고혈압과 신장병 환

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먼띠문 수리는 성질이 차므로 속이 냉(冷)해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한기(寒氣)가 들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띠문 수리는 겉표면이 노르스름하게 미색을 띠는 

것이 잘 익은 것이며 냄새를 맡으면 향긋한 멜론 냄새가 

나는 것이 맛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랑한 것은 많이 익은 

것이고 맛이 별로입니다. 하지만 막상 맛을 보면 큰 맛이 

없기 때문에 르바란 때를 제외하고는 많이 먹지는 않습

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르바란이 시작되기 3개

월전에만 씨를 뿌려 재배하고 그 후에는  특별히 먹을 일

이 없기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과일이지

만..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과일 먼띠문수리..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과일이지만 조금만 더 인도네

시아 생활에 관심을 가지면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과

일이기에 돌아오는 르바란에는 이게 르바란 과일이구나 

하며 한번 구입해 드셔보시면 단순한 먹걸이를 떠나 한

걸음 더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먼띠문 수리는 르바란 과일이라고 

하여 르바란때 금식하고 나서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너

도 나도 모두 금식을 푸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속을 달래기 전 음료로 많이 마시는데 이 때 배고프다는 

이유로 마구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먼띠문 수리와  부아 블레와(buah blewa), 꼴랑깔

링(kolang kaling)과 함께 시럽을 넣어 ‘es buah’라 부르는 

음료로 먼저 먹게 됩니다. 

이 때 맛을 좀 더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넣는 것이 바

로 이 먼띠문 수리이며, 몸 안에 쌓인 열독(熱毒)을 풀어

주며 인체의 수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 먹는  대표적인 르

바란 과일입니다.

띠문 수리는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고 그 나머지

는 비타민 A C, 칼륨, 각종 미네랄로만 구성되어있어 칼

 김효영원장의 건강칼럼 

2년여간 수많은 애독자를 낳았던

강효정 솔한의원 원장선생님의

건강칼럼의 바통을 김효영

원장선생님이 계속 이어갑니다.

새롭게 이어갈 김효영 원장선생님의

칼럼에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들의

전과 같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남규  편집위원 

(코린도 그룹 이사)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짱이 되기까지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8

새해에도 교민 여러분 댁내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12달 내내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12 months a year) 말하고, 쓰고, 읽고, 보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목

욕하고, 집안정리도 하고, 머리손질하고, 화장하고, 운전하고, 쇼핑하고, 운동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와 COMMUNICATION 

하는 것입니다.

Communication 에는 개인과 개인간의 1 대 1 대화 (Person-to-Person Talk), 집단 토

의 (Group Discussion), 면접 (Face-to-Face Interview), 업무회의 (Business Meeting), 업

무발표 (Business Presentation or Briefing), 업무 보고 (Business Reports) 그에 따른 질

문과 답변 (Questions & Answers), 재가를 득하는 일 (Getting/Obtaining Approval), 가

격상담 및 협상(Price Negotiation), 설득(Persuasion), 조건사항에 따른 합의(Agreement 

on Terms & Conditions)등 이 있고, Communication Tool로서 사용되는 것들은, 일반

전화(Telephone), 이동전화 (Mobile Phone, Cellular Phone, Car Phone), 삐삐 (Beeper, 

Pager), Fax (Facsimile), 라디오(Radio), 워키토키(Walky Talky, Walkie Talkie), 전자우

편(Electronic Mail, E-Mail), 편지 (Letters), 상용문 (Commercial Correspondence), 메

모(Memorandum), 쪽지 (Notes), 계약서(Contract, Contract Agreement), 의향서 (Letter 

of Intent; 이것보다 전 단계에 쓸 수 있는 것은 Expression of Interest),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verhead Projector(환등기, 일명 OHP), Slides 

Projector 등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정확하지 않은 영어를 만들어서 

말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로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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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화에 자주 나오는 법/경찰/액션 영어

6) Your Honor! : ‘재판장’을 호칭할 때 

7) Objection. : ‘이의 있습니다’ 

8) Sustained. : ‘이의 제기를 인정합니다’ 

9) Overruled. : ‘이의 제기를 기각합니다.’ (=Denied.) 

10) Order. : ‘정숙하세요’

기타 다른 표현을 보면, 

I second. : ‘재청합니다’ The jury is dismissed. : ‘배심원들

은 퇴장하세요’ Adjourn the court. : ‘재판을 휴정합니다 

Defendant: 피고인, plaintiff: 원고인, prosecutor: 검사

(주) district attorney: 지방검사의 뜻으로 ‘DA’라고도 하

며 미국영어임, attorney: 변호사, appeal: 상소, stand: 증

언대, bench: 판사 석, 재판 석, case: 소송, 사건 verdict: 

‘평결, guilty/not guilty: ‘유죄/무죄’ 

(주) innocent는 순수한, perjury: 위증, 위증죄

14. 이메일/영문 편지

6) 부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일을 잘 들여다 보

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kind enough to look into this matter to 

work it out

㈜ look into 들여다 보다

7) 저는 그녀를 전문가답게 돕고 싶습니다

I really want to help her out in professional way

8) 저의 해명이 더 필요하시면 편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

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If you need any further clarification from me, please 

feel free to call me or send me an e-mail 

9) 이 자리를 빌어 여태까지 저의 딸에게 보여주신 배려

와 도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warmest thanks for your care and assistance you 

have shown to my daughter so far 

10)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good news from you soon

㈜ look forward to 동명사/명사 기대하다, 고대하다

15. 연예게/MEDIA

6) 말 만 많이 오갔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 맞는 일정이 있

어 시간을 맞추어 같이 공연하기를 정말 바란다

There are only lots of talk. But I would really love 

to do it was possible to find a time in our calendars 

which suits both of us 

㈜ Britney Spears 와 Madonna의 Duet 공연에 관한 

Britney 의 대답

7) 매사에 그는 직접적이다(예, 아니오 가 분명하고 돌려 

말하지 않는다)

He is very much black and white=he is very much 

straight forward

8) 판에 박은 말로 들리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답은 없

다. 우정이란 다른 사람들과 성실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좋을 때와 궂을 때에 함께 나누는 것

이다 

My comment may sound cliché but I think there is 

no other answer. Friendship is something that we 

should develop sincerely with other people. We 

should share good and bad time 

㈜ Cliché 진부한 표현, 상투적인 문구

9) 참가 비용(스타들에게 행사 참석 명목으로 주는 돈) 

Appearance money

10) 사람을 사귀는데 긴장해 그녀는(파티석상에서 얘기 

하는 것 등) 

She is nervous when socializing

㈜ socialize 사회적[사교적]으로 하다, 사회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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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축구 영어

6) 역전승: Comeback Win 

7) 기립박수: Standing Ovation

8) 파이팅: Fighting은 정확한 영어표현은 아니다. 다만 

투지(Fighting Spirit)같이 항상 명사 앞에 쓰는 것이 

원칙이 나 이미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굳어져버린 

상태라 그냥 쓸 수 밖에 없지만 “힘내, 잘 싸워” 의 정

확한 표현은’Go, Go, Go” 를 제일 많이 쓰고 일반적으

로 쓸 때는 “Come on!” 을 쓴다

9) 16강: Second Round 

10) 8강(준준결승): Quarter Final 

㈜ 4강 (준결승): Semi Final, 결승전: Final 

다른 단어들을 보면,

헤딩 골: Header

(주) Heading은 틀린 단어 “골: goal의 정확한 발음은 

“고울” 동점골: Equalizer: 승률 : odds, 승: Win(신문에 

나오는 약어는 W), 무승부: Draw(D) ,패 :Loss(L),승점 :

Point(P),센터포드 :Center Forward(중앙 공격수:CF) 미

들 필더: Middle Fielder(허리: MF), 스위퍼: Sweeper(수

비수)

(주)sweep: 동사로 “빗자루로 쓸다”, 스토퍼: Stopper(수

비수)(주)stop: 동사로 “정지시키다” 

고울 키퍼: Goal Keeper(GK) 골잡이Striker=Goalie, 전

천후 선수: All-round Player=Multiple Player 

훌리건: Hooligan(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난동을 부

리는 과격 축구팬) 

17. 기타운동

6) 체력적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우리 보다 한 수 위였

다/러시아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

Physically, they were a step ahead of us/Russia 

deserved the victory 

㈜ 네덜란드 감독이 한 말, deserve 자격이 있다

7) 대체, 교체 Replacement

㈜ displacement 이동, 위치 변환

8) 한 번 해 봐 Give it a go! 

㈜ go” 한 번 해봄, 시도, have a go at something (남이 

한 뒤에) 시험 삼아 한 번 해 보다, have another go at 

something 다시 한 번 해보다 (회화체)

9) 게임들을 시작해!

Let the games kick-off=Let the games begin

10) 약물 복용을 인정한 후 그들은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The team was stripped of their gold medals after 

they admitted to doping

 ㈜ be stropped of 빼앗기다, strip off 벗기다 벗다, 벗

어버리다, doping 운동 선수 등이 흥분제 따위를 복용

하는 일

Give it 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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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for your concern(염려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your advice: 충고(또는 idea, suggestion; 

제안, recommendation; 추천, help, assistance: 도

움 cooperation; 협조 present: 선물, guide: 안내, 

hospitality: 호의, Christmas card, etc), 

Thanks for every thing you did for me= Thanks for 

every thing (날 위해 해준 모든 것 고마워) 

Thanks for the update(새로운 소식들을 알려줘서 고

마워), 

Thanks for saving my life(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the tipping(귀 뜸 해줘서 고마워) (note) 

tipping에는 팁이란 뜻과 힌트를 알려줌 이란 뜻이 있

다  

Thanks for volunteering(자진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having me to dinner(저녁 식사 초대 고

마워)

다음 호에는 20) 숙어/유용한 부사 21) 유용한 명사 22) 

알아두어야 할 형용사 23) 두 단어 영어 24) 인터뷰 영어 

25) 약어로 이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

원합니다.

“우리짱” 니콜라스 올림

18. 미국영어/영국영어

6) 긴급 브레이크(Emergency brake 미국영어,  

handbrake 영국영어, side brake는 틀린 표현

7) 자동차 변속기어 Gear shift (미국), gear stick(영국)

8) 옆에 달린 자동차 거울 Side mirror (미국), wing 

mirror(영국)

9) 차의 트렁크 Trunk(미국), boot (영국)

10) 차의 본넷 Hood(미국), bonnet(영국)

19. 틀린 발음

6) Oscar 아스커(0), 오스카(X) 

㈜ 매년 아카데미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작은 황금상

7) Argentina 아르전티너 (0),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는 스페인어 식 발음

8) Jacket 재킷 (0), 자켓(X)

9) Israel 이즈리얼 (0), 이스라엘(x)

10) Monopoly 머나폴리(0), 모노폴리(x)

많은 분 들이 저를 알아봐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며 격려

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encouragement(격려 고마워요) 

이 기회를 빌어(Taking this opportunity), Thanks for 

다음에 나오는 유용한 표현을 보면,

Thanks for calling(전화해 줘서 고마워) 

Thanks for coming(와 줘서 고마워) 

Thanks for your timing(=Thanks for sharing the time 

with me =시간 내줘서 고마워)

Thanks for reminding me(상기 시켜줘서 고마워),  

Thanks for asking me (물어봐 줘서 고마워, 걱정해줘

서 고마워), 

English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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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17일 자카르타 모 식당에서 봉제협회(이

하 KOGA) 회장단 전체 송년 모임이 있었다.

올 한해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도 회장단 선임,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중요한 자리

였다. 진행 말미에 KOGA 회장단 멤버 중에서 Professor 

KIM으로 통하는 김갑한 부회장(국제 임가공 용역비에 대

한 현행 부가세법 부과의 부

당성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한 장본인)이 IGTC란 봉

제 교육기관을 소개하면서 

설립자인 독일인과는 10여 

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며 KOGA 

회장단의 방문을 제의하였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3천

만 루삐아를 후원하자고 한다.

칠순을 훌쩍 넘긴 서양인이 자비로 240만 불을 투자하

여 인니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봉제 전 

분야에 대해 이론 및 실무를 교육시킨다는 기관이 있다

는 말은 함께 한 우리 모두에게 호기심은 물론 경외심까

지 불어 넣기에 충분하였다.

즉석에서 회장단 주머니에서 모금한 2천만 루삐아와 

모자란 1천만 루삐아는 협회비에서 충당키로 의견이 모

아져 목표했던 금액이 현장에서 해결되었다. (후원금 기

탁자 김경곤 회장, 조규철, 김영욱, 김주철 고문, 배도운, 

김갑한, 노승원, 오춘택, 김종림 부회장) 봉제인 기업인들

의 훈훈한 심성이 돋보이는 순간이었고 이로써 12월의 끝

자락에 IGTC의 방문 일정이 잡혔다.

12월 23일 오후 2시, Bogor 센툴 경기장 TOL을 나와 

우회전해 고속도로를 거슬러 막다른 골목까지 들어가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훨씬 훌륭한 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문 입구에 기다리고 있는 분은 족히 180센티는 

넘어 보이는 백발의 건장한 독일 할아버지가 우리 일행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한다.

잘 정돈된 Show Room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학교 및 

개인 소개를 마치고 켐퍼스를 돌아보았다. 눈 대중으로 약 

2,500스궤어 미터의 대지에 케드실, 패턴실, 영어 강의실, 

재단실, 컴퓨터실 등등 각종 교육실이 완비되어 있고 웬

만한 식당보다 훌륭한 교육생 식당, 그리고 한방에 4인이 

기거하는 메스는 청결하기 그지 없었다. 졸업식 때 수료자

들의 자체 Fashion Show가 열린다는 강당도 아주 Good이

었다. 현관 입구에 Lobby 

Desk 뒷 편에 아치형 구

조물에 여러 회사들의 로

고가 부착되어 있었다

자세히 들어다 보니 그 동안 후원한 회사들의 명패들

이었다. 눈에 익은 한국 기업들도 있었다. 교육생들의 수

KOGA 회장단 3천만 루삐아 기탁

년 240명 우수 전문봉제기능인 배출

우리기업“현지 봉제기능인 인력수급”해결책 찾을 듯

IGTC를 찾아서 

글 : 비텍스비 대표 김세형 (KOGA 사무총장)

강료가 무료로 운영되지만 이런 숨은 후원사들의 도움으

로 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짐작이 들었다.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물어보았다.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요?

“우선 대상은 자바 전 지역의 기술학교나 대학교 고등

학교 출신으로 만 18세에서 28세까지의 남녀 불문이나 

학교 소정의 Test를 통과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 실력입니다. 대부분의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이며 또 취업하는 곳도 인도네시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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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PMF (Pattern Making & 

Finishing)와 MMQ(Marketing Merchandising & Quality 

Assurance) 과정입니다. 교육 일정은 PMF 경우 8개월에 

실습 12주 정도 소요되고 MMQ 과정은 이보다 조금 더 걸

려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였다.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 졸업식이 있는데 그 때 대

부분 채용이 이루어 지고 또 기업체 에서 필요하다면 언

제든지 수시로 상담할 수 있으며 학생과 직접 인터뷰하여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돌아 가는 차 중에서 교수 부장 격인 Bpk 

Kumisasputra씨가 들려 준 말이 생각이 난다. “1999년 

12월 Till 회장님은 은퇴를 결심하고 그 동안 운영해온 

TMS란 Buying Office를 s.Oliver에 300만 불에 매각하셨

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란짜마야 빌라 

한 채와 골프 회원권 몇 개 구입할 비용 60만불을 제외

하고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한 인도네시아를 위해 보람있

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가 고민하다 자기 여생

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봉제 기능인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자는 생각이 들자 2000년도에 전 재산 240만 불을 

지금의 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란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봉제 기업인 중에도 언젠가 이런 분이 

나오겠지? 하는 바램을 해 본다.

설립자 Till Freyer는 누구인가? 

1935년 독일 Luebeck 출생

1959년 International Business 전공(함부르크)

1965~71년 Far East Representative of Germany Garment Importer Miles

1972~99년 Own Garment Exporter Business ‘The TMS GROUP’

91년 인도네시아로 건너와 보고르에 TMS Buying Office 설립

99년 Sold The Company TMS to s.Oliver Group

2000.2  GGTC(German Garment Training Center) 재단 설립
        ITGC (International Garment Training Center)로 이름 변경
        ITGC 회장으로 근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영어 회

화 등등 실무 이외의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

리 교과 과정을 더 아시고 싶으시면 web site (www.ggtc.

or.id) 방문을 권유하는 그의 말 끝에 가장 우수한 봉제 기

능인을 배출함에 자부심이 베어 나온다

현재 19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48개 동의 기숙사에서 

전문 봉제인의 길을 꿈 꾸며 공부하고 있으며 인근에 집

이 있는 학생들은 통학을 하고 있다. 강사진은 20명으로 

각 분야의 Specialist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의 시스템이 도입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2,300명의 학생이 배출되었고 모든 수료생들이 현재 봉

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2~3년 전부터 한국에

서 신규 투자 기업들이 몰려 들며 지역에 따라 일부 현지 

기능공들의 부족으로 타 업체에서 스카우트하는 문제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 채용 관련하여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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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판 바보온달이 만든 열정의 갤러리

Roemah Djawa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국어과교사  정선주>

대수롭지 않은 것의 힘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도 신명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실이란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사에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기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다.

삶이란 결국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부분 결정된다. 

가치있는 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다.

- 공병호의《공병호의 초콜릿》중에서 -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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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86 세대라고 하는 4-50대의 교민분

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름다운 꿈이 있었

습니까? 그리고 그 어릴 적 꿈과 현재 꿈은 어떻게 차

이가 납니까? 어린 시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

을 기울였습니까?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 학창시

절,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결혼

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느새 흰머리 때문에 염

색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

람이 가진 비슷한 삶의 여정과는 달리 보통 사람이 대

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

습니다.

흔히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

니다. 우리인생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옛 시인들은 

노래했지만 그 빨리 가는 시간의 바퀴 속에서 자기 방

식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만든 거대한 실체가 있습

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 하나로 Roemah Djawa라는 곳을 꼽고 싶습니다. 

이곳 또한 처음 이것을 만든 Lek와 Santoso 부부의 꿈

의 산물입니다. 마라톤을 뛰 듯이 여유를 가지고 자기

가 목표하고 있는 트랙을 향해 조용히 꾸준히 노력하

여 빚어낸 이 성과들을 보면 다시금 평범한 교훈을 얻

습니다. 노력하라.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맬 생각을 하고 아파트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Roemah 

Djawa를 물으니 친절한 주민들이 서로 가르쳐 주어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Roemah Djawa 첫 인상은 인도네시아 고유 건축 양

식에서 많이 보던 JOGLO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차

를 타고 갈 때 눈에 들어오는 지붕이 솟을 대문처럼 높

은 건물이 JOGLO 양식이라면 조금 이해가 쉬울 듯합

니다. Roemah Djawa를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

인데 이러한 양식은 중부 Java에서 왔고 아주 높은 다

락은 Mount Semeru(전통적인 자바인의 신념에서 우

주의 중심부를 상징, 힌두교에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하는 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곳은 150년이 된 

집 3채로 만든 건축물로 여기에 있는 소장품들을 잘 보

존하기 위해서 Kudus와 Jepara 지역에서 옮겨 온 것이

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정원이 딸린 자바의 왕족의 

집 양식이라고 합니다.

Roemah Djawa는 세 개의 부속 건물이 하나로 결합

하여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수집한 예술품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처음 우리

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나는 건물이 ‘Pendopo’이라

고 합니다. 주로 Guest house로 사용되는 곳이고 집안

에서 은은한 가물란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Roemah Djawa Museum은 한번 

정도 가볼 만한 곳이라고 동료에게 

추천을 받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보

통 자카르타에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가보겠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지

금까지 가보지 못하게 한 나태의 근

원이 되었습니다. 마침 사공경 선생

님께서 주관하시는 문화 탐방 프로그

램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

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께서 일러 주신 대로 먼저 보나비스

타 아파트를 찾아 갔습니다. 조금 헤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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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gamelan’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응접실 정도

에 해당하는 이 넓은 홀에는 많은 소장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집 주인 Santoso씨가 전통 복장을 하

고 문화 탐방 회원들에게 영어로 설명을 하고 다른 회

원분께서 통역을 하였습니다.

낯 선 문화에 호기심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앎의 욕

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역색에 맞게 복장을 한 

Roemah Djawa의 직원들이 각 지역의 독특한 옷맵시

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Santoso씨가 안내하는 대로 

전시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Lek과 Santoso 부부

는 지난 20년에 걸쳐서 West Papua, Kalimantan, Nias, 

Alor, Solor 등의 오지를 탐험하고 이 탐험기간에 이런 

예술품을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각 섬에서 

수집해 온 많은 수집물들은 개인 소장품이라고 하기

에는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관람하는 동안에 회

원 모두들 감탄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자바원인이 발

견된 솔로강 가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도 

있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인 National Museum에 비해

서 훨씬 더 섬세하고 다양한 종류의 골동품들을 정성

껏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단어는 “열

정”이란 단어였습니다. 각 물건이 가진 고유의 특성별

로 방을 분류하여 놓다 보니 방의 숫자도 세분화 되어 

있어서 집안의 방으로 통하는 길

이 미로와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던 한 회원이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하는 말

이 방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로 

왔는지 집 안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게는 세 구역으

로 나누고 작게는 14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Pringgita’ 라고 

하는데 여기서 Ringgit란 의미는 

‘Wayang’을 의미하며 전통적으

로 와양 그림자 인형극을 상연하

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수 만년에서 수 백년

까지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반들

반들하게 잘 닦인 상태였습니다. 바틱 위에 자연스럽

게 펼쳐진 책자는 모두 이 Roemah Djawa 를 소개하는 

잡지나 신문들입니다. 모두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인들

이 읽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좋은 갤러리를 갖추

고 이에 못지 않은 홍보를 인도네시아 전역뿐만 아니

라 전 세계에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은 ‘Ndalem’이라고 하는데 이곳

은 생활 공간으로 집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왕실의 왕궁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하고 사치스러웠습니다. 그 공간에서 국제학교 전

직 교사였던 아름다운 금발의 백인인 Santoso씨의 부

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옛날 왕의 침대에

서 잠을 자고 왕족이 사용한 장식품을 사용합니다. 그

의 부인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지 온갖 장신구들이 

수 백 가지씩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신구들은 관

람객을 위한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그녀의 외출

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야말로 구중궁

궐에 사는 어여쁜 왕비와 같았습니다.

이쯤에서 보니 옛날 우리 설화 바보온달 이야기가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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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이 됩니다. 원주민의 전통복장에 인도네시아의 피

부색을 한 Santoso는 온달 장군으로 보이고 집안의 깊

은 곳에 위치한 호화로운 궁궐에서 온달 장군의 호위

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그녀는 평강공주로 보입니

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방

인인 그녀보다 Santoso 일 것이고 이 Santoso씨의 수

집과 탐험에 대한 노력을 더 크게 쓸 수 있게 밀어 주고 

미국인이라는 장점을 발휘하여 영어로 번역하고 홍보

하며 같이 수집을 나섰던 부인이야말로 한 남자의 열

정에 날개를 달아 주어서 온달장군으로 만든 현대판 

평강공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적을 떠나서 서

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를 키워 가는 금슬 좋은 부

고 배우고 싶어 하는 회원들의 열정, 150 차례 이상을 

오직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문화탐방을 이끌어 가시

는 사공경 선생님의 열정, 그리고 오늘의 이 Roemah 

Djawa를 만든 주인 Santoso 부부의 열정이 뜨거운 열

기로 다가오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열정이 있는 아름

다운 삶, 나이가 많아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우

기고 아직 내 가슴 속에는 15살 소녀가 살아 있다고 재

잘대는 어느 광고의 멘트처럼 열정이 있는 삶 속에 녹

아 있다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열정을 문화사업으로 연결시

켜 문화를 활성화하여 Santoso가 원하는 그 무엇엔가 

가까이 가려는 지혜, 그것 또한 배워야 할 정신이라고 

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Roemah Djawa 탐방의 마지

막 코스는 인도네시아 전통식사 

정식코스였습니다. 듣기만 하여

도 가슴이 설레는 미지의 섬인 이

리얀자야의 아스맛 부족의 유물

들이 꽉찬 방에서 음식을 코스로 

먹는 순서였습니다. Santoso씨

는 이리안자야에서 오래 살았고 

그곳에서 부인을 만났다고 합니

다. 예전에 아스맛 부족은 식인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에

는 머리를 쪼개어 뇌수를 잘 흘

러내리게 하는 도구도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

패를 비롯한 아스맛 예술품이 있는 방에서 Santoso씨

가 직접 만든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라 입맛이 좀 

익숙하지 않아도 회원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의 소감을 돌아 가면서 서로 발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진행되어서 수

저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늘 문화 탐방

에 참가하는 동료 중 한 분이 이 문화 탐방을 “어른들

의 수학여행”이라고 규정지었는데 그 말에 공감이 갑

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곳에 뛰어 들어 체험하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 애쓰는 

그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는 주된 고객은 거의 외

국인입니다. 수출로만 해야 애국이 아니고 이렇게 문

화로 애국을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아주 콧

대가 높은 수출업자입니다. Roemah Djawa라는 개인

의 소장품을 관람시켜 주고 안내해 주며 마지막 코스

에 전통 음식으로 오찬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박물

관 탐방비와 식사값(RP325,000)을 받습니다. 그것도 

개인은 탐방이 허락되지 않고 15인 이상의 단체팀에게

만 개방하며 이런 모든 절차는 비서를 통해서만 진행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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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국립 박물관 입장료(RP7,500)와 비교

한다는 것이 모순이지만 그는 비싼 관람료를 

받으며 인도네시아의 문화상품을 자신만만하

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녹녹하게 배인 

Roemah Djawa 갤러리를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치가 있으나 남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소하

게 생각하는 것에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앞으로 삶에서 남은 시간만큼 본인이 좋아 하

는 것, 또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바친다면 자기분야

에서 독보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렵다고요? 저기 저 Roemah Djawa 의 부부가 

그 말의 산증인 아닐까요? 

주소: Jl. Lebak Bulus Raya I No.85 Z, Lebak 

Bulus, Cilandak, Jakarta Selatan

전화: (021) 7591-3558, Lek Santoso 0817-

930-5745, Rudy 0818-156-498

제 156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탐방
일시: 2009년 1월 10일 토요일 9시-12시

장소: Museum Harry Darsono

출발: CITOS (Cilandak Town Square) 스타벅스에서 9시 집결.

회비: 20만 루피아

복장: 검은색, 흰색 또는 단색의 캐주얼
 (복잡한 색/무늬의 옷 입지말 것)

인원: 15명

제 157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탐방
일시: 2009년 1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오후6시

장소: 보고르 궁전, 보고르 식물원, 따만부아

출발: 오전 8시 코리아센터 출발

회비: 약 25만 루피아

*보고르 식물원은 서일교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제 158회~159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탐방
일시: 1월 20~22일

장소 : 족자, 솔로

교통 : 항공편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156~159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탐방

인니문화탐방



한인뉴스  65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너는 내 운명 입니다. 

Kaulah takdirku

아침 출근 길… 잠시 사색에 잠겼

습니다. 

로비, 차, 도로… 개체가 모여 하나로 

조화를 이룬 모습,  문명 사회, 선진 기술 

사회 라는 이름 아래 자연 보다는 인간이 

만든 문명과 더 가까이 생활 하는 모습이 

현실 인 것 같습니다. 

아침, 집에서 회사까지 나를 실어다 

주는 자동차.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

리 기사 아저씨, 바퀴 하나만 빠져 나가

도 이 자동차는 나를 회사에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자음 모음이 모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음절들이 만나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고. 각 나

라마다 사용하는 문자가 다르고 어순

이 다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되기

까지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말(언

어)를 통해 상대방의 희로애락을 느끼고 

전달 할 수 있습니다.

호세 동생 로하스 딸 유리가 결혼식 날 식장에서 도망을 쳤

습니다. 하지만 유리 엄마는 되려 태풍이 에게 책임 전가를 

하며 화를 냅니다. 유리 아버지 , 로하스 회장은 그런 아내

에게…. 

Kenapa kau melampiaskan amarahmu kepada Tae pung?

왜 태풍이에게 분풀이를 해 ? 

분풀이하다 한국 어원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버리

는 일” 이라고 합니다. Melampiaskan 의 어근은 lampias 

(참지 못하다 ) 분출하다, 뿜어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amarah 는 일반적으로 화가 났음을 표현 하는 marah 보

다 더 깊은 의미로 “분노”한 “격한” 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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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직역하면 분을 참지 못해 내뿜다. 

Melampiaskan amarah. 

마침내 고아였던 새벽이 에게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이를 만나러 가기 전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

에게 말합니다. 

Aku tidak menelantarkan Su jin. 

(새벽이의 본명이 수진 입니다)

Aku kehilangan dirinya.

난 수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 버린 거야 .

Menelantarkan 의 어근은 telantar 로 '(길에)버려

진' , '돌보지 않는' 이란 뜻을 갖습니다.  사물의 경우는 

membuang 어근 buang 버리다 을 사용 하지만 사

람의 경우 돌보지 않고 길에 버리다 라는 telantar를 

사용 합니다. 

Kehilangan 의 어근은 hilang 으로 ke-an의 접두 

접미사가 붙어 (원치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잃어 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Saya hilang dompet

= saya kehilangan dompet. 

두 경우다 지갑을 분실 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kehilang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원치 않았는데 

잃어 버렸음을 (알지 못하는 사이) 강조 하게 됩니다. 

신호는 세라가 본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남

녀 관계에 대해 고수로써 한 마디  훈계 아닌 훈계를 

합니다. 

Dalam berhubungan, kita harus pandai 

menarik-ulur pasangan.

남녀 관계에 있어서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 해. 

menarik –ulur : 밀고 당기다. menarik 의 어근은 

tarik 으로 “당기다” 라는 뜻을 갖고 ulur 는 “넘겨 주

다. 연장하다”. 숙어처럼 사용 하시면 됩니다. 

내사랑 금지옥엽

Permata hat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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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유사하지만 다른 쓰임새 

문장에 따라 표현 하고자 하는 문맥에 따라 같은 뜻이

지만 다르게 사용 됩니다.

Mengusik / Mengganggu / Menggoda.

괴롭히다. 방해하다

Mengusik :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소리나 언행으로 

사람을 괴롭힘을 뜻합니다.

Suara kipas angin mengusik ketenanganku. 

선풍기 소리가 거슬린다. 

Mengganggu : 어떠한 행동으로 방해하거나 괴롭힘

을 말합니다. 

Kedatangan mereka mengganggu 

konsentrasi kerjaanku. 

그들이 와서 집중 할 수가 없다.

 

Menggoda : 짖궂은 행동으로 방해 하거나 괴롭힘

을 말합니다. 

(Goda는 '유혹하다' '미혹 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 

됩니다.)

Dia menggodaku saat aku sibuk bekerja. 

그는 내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때 (일을 못하도록) 괴

롭힌다. 

Terkenang / Teringat / Terbayang 

기억하다 ,생각나다. 

Terkenang : 이제는 없어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생각(기억) 나는 것을 말합니다. 

Aku terkenang saat nenek mencium pipiku.

할머니가 볼에 입맞춰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Teringat : 무엇인가를 보고 연상이 되어 생각(기억) 

나는 것을 말합니다. 

Setiap mencium minyak wangi beraroma 

mawar aku teringat kepada ibuku

장미향 향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 납

니다. 

Terbayang : (그리움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계

속 생각(기억) 나는 것을 말합니다. 

Aku terbayang wajahnya walaupun berusaha 

untuk melupakannya. 

그를 잊어보려고 애를 써도 (자꾸) 생각 납니다. 

=잊어보려고 했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글 : 허영순 작가 ( Oktn : KBS WORLD INDONESIA ) 

자료 제공 : OKTN ( KBS WORLD INDONESIA )

Tip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내부통제 시스템
(Internal control System)

일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도네시아 속담에 “Ada gula ada semut”이

라는 말이 있다. 직역을 하자면 “설탕(단것)이 있는 곳에 개미가 있다”란 얘기가 되는데 그 실제 뜻

은 “이권(금전)이 있는 곳에 비리가 싹튼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 속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문구로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잘 신경 쓰지 못하

는 부분에서는 거의 어김없이 회사가 원치 않는 문제점이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커미션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더욱 이런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통 처음 한번이 어렵지 한번 비리를 저지르고 나면 그 이후는 무감각해져서 

본인이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주변 동료들을 끌어들여 공범을 만듦으로써 비리

를 은폐하려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가는 경우 등 그 문제

와 비리의 종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리의 결과들이 고스란히 회사의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직접적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 회사를 좀먹

는 기강해이 및 조직문화적 손실은 더욱더 크고 부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호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개념 및 체계 등 전반적 사항을 살펴보고 기업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2000년대 초  미국은 Enron, Worldcom등 Top management의 도덕적 해이로 초래된 회계부정 사태 

및 이로 인한 Stakeholder(이해관계자)의 막대한 피해, 시장에 대한 신뢰감 상실 등 경제 전반에 미치

는 심각한 폐해를 막기 위해 회사의 신뢰성 향상을 강제하는 사베인스 옥슬리(국회의원 이름) 법안을 

발효하게 되는데 그 주요 아이템 중의 하나가 바로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회사의 정보에 대

한 책임 있는 시스템을 이르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전산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가 적용이 

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회사 임직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련법규, 당해 금융회사의 제반 정책 

및 내규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영업권과 지명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내부의 고의적인 부패를 감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회사에서 공시하는 내용이나 

전산자료 등에 대해 그 회사의 CEO, CFO등 관련자 모두 책임을 지게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모든 회사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이 조항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

반적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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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한 대응 체계 확보를 위해 IT를 활용하여 내부 통

제 시스템 구축 필요

3.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

1)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원칙

- 내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및 이의 시행체

제 필요함

- 상세히 문서화된 내부 프로세스와 모니터링 필요

- 필요시 최소한의 문서화 노력으로 보고 가능 체계 구축

2) 내부통제 체계 개념도

- 정책, 법규, 표준 등의 각종 규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 

Governance 프레임 구축

- Governance와 규제를 연결 짓기 위해 다양한 IT기술과 솔

루션 도입

① 기업 내부 자원관리와 업무 통합운영의 효율화를 위하

여 ERP 도입

② 기업의 위험을 식별/대응하기 위하여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도입

③ 성과를 신속하게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CPM (Corporate 

Performance Management)구축

4. 내부통제를 위한 통제 프레임워크 COSO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의 개념

모니터링, 정보 커뮤니케이션, 통제 활동, 리스크 애세스먼트

(Assessment), 통제 환경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

세계적 내부통제 구조의 통합체계를 제시하는 실질적인 표

준.

상기 언급한 사항들은 미국내 상장된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좀 

엄격한 의미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 생각되며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반

드시 그 외사의 규모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 효율적인 경영을 추진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부패, 

비리부분에 사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 사항들은 필자가 생각하는 부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

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방안으로써 제시해보고자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과 국립 UGM대학

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

사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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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념

통제는 종종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통제 

혹은 내부통제 구조라고 불린다. 내부 통

제 시스템은 자산의 방호, 데이터 무결성, 

시스템 효과성과 효율성 달성을 위해 구

현된 조직 내부적인 활동을 의미함.

2.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1) 각종 규제(Compliance)의 확산

- 세계 경제, 환경, 보안 측면으로 국가별 

유사 규약, 법규 제정

- SOX(기업내부통제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 바젤2(금융기관 위험관리) 

- HIPPA(개인 의료정보 보호), IFRS(국

제회계기준) 등의 영토를 초월하는 규

제 제정

2) 규제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많은 규제는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특정 프로세스’와 ‘즉시성 있는 보

고’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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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리시스템 개선

비리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시스

템의 부재 또는 부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전반적 프로세스

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아울러 적절한 견제 및 

통제의 기능을 아울러 가질 수 있도록 조직 및 업

무프로세스가 설계가 되어야 한다. 쉬운 예를 들

자면 급여 프로세스에 있어 입직/퇴직 인원에 대

한 관리 및 승인이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

우 반드시 급여 지급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게 되

고 또한 급여 담당자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위

험에 노출되게 된다. 일례로 급여 담당자가 가상

의 사원을 급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급여를 본

인이 착복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가 있다.

효율적 관리시스템의 도입 또는 개선을 위해

서는 각 부문별 업무 프로세스를 그려보고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 

각 기능별 또는 각 이해 상충 부서간 적절한 견제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예

를 들자면 품질관리 부서의 경우 생산부서와 분

리 사장 직속으로 둠으로써 좀더 독립적이고 추

진력을 가지고 품질관리 및 향상을 도모하는 등 

회사의 Performance 개선과 고객과의 협력관계

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 기능별 견제의 예로는 금전 수납의 업무

와 장부 기록의 업무를 동일 사원에게 시키지 않

음으로써 동일인이 업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

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를 들 수가 있겠다.

둘째,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회

사 내부적으로 감사 기능을 둠으로써 각 부서별 

보다 효과적,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이런 진단을 통해 문제 

발생의 점검 및 개선, 비리발생에 대한 적발 및 사

전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내부고발 시스템 정착

보통 Whistle blowing이라 하는데 직역하자면 “호

각을 부는 것”으로 비리나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

부 제보자가 문제사항을 회사에 제보하는 것을 말한

다. 아무리 완벽하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

영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항

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사항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로 볼 수 가 있다. 이 내부고발 제도가 활성화 되

어있지 않다면 조직의 문제사항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비

용이 소모될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이런 제도가 활

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조직 문화 또한 자

연스럽게 문제사항들에 대해서 회사에 직언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정착을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써는 제보 수신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및 홍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제보가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이 있을 것이다.

넷째, 행동규범 선포

회사가 추구하는 윤리규범 등을 구체적이고 상

세하게 정의하여 사원들의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으로써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 사원

들에게 도덕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supplier로부터 받는 선물에 대해 구체적으

로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칫 무감

각 해질 수 있는 사원들의 도덕 의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 또한 직간접

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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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광업법

고, 광업 사업허가서는 광업 시추허가서(Ijin Usaha 

Pertambangan Eksplorasi/

IUP Eksplorasi)와 광업 생산활동허가서(Ijin Usaha 

Pertambangan Operasi Produksi/IUP Opersai 

Produksi)로 단순화하고, 특별 광업 사업허가서도 

특별 광업 시추허가서(Ijin Usaha Pertambangan 

Khususu  Eksplorasi/IUPK Eksplorasi)와 특별 광업 

생산활동허가서(Ijin Usaha Pertambangan Khusus 

Operasi Produksi/IUPK Operasi Produksi)로 인허가

를 단순화시켰다. 인허가는 단순화시켰으나 광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 및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40(사십)여년 전에 제정된  광업에 관한 1967년 법

률 제11호(“ 구 광업법”)는 글로벌화 영향으로 나타

난 민주주주의 대한 열망, 인권 문제, 환경 문제, 기술 

및 정보 발전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사기업과 사회

의 역할 문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문제 등에 대

하여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인

도네시아 정부는 구 광업법을 아예 폐기하고 신 광

업법을 제정했다. 신 광업법의 기본 정신은 :

i). 갱신이 불가한 천연 자연자원인 광물 및 석탄 개

발은 헌법 제33조 3항에서 규정한대로 국가가 장악

하고 개발과 활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업자

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ii). 정부는 법률, 중앙정부의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근거하여 법인사업자, 조합사업자, 자연

인 및 현지 주민단체에게 사업허가제로 광물 및 석

2008. 12. 16. 인도네시아 국회는 3년여 동안 국회

에 계류되었던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법(“신 

광업법”)을 통과시켰다. 신 광업법이 발효되면 기

존 모든 광산 조광 계약서(Kontrak Karya/KK) 및 

탄광 조광 계약서(Perjanjian Karya Pengusahaan 

Pertambangan Batubara/PKP2B) 보유자는 KK 및 

PKP2B가 유효하는 전 사업 기간 전체 광산면적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어진 광산면적에 대

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심사의 결과에 

따라 광산의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여 새로운 투자가

에게 개발 기회를 주거나 미개발 지역에 대하여 제

삼자와 협력으로 공동 개발하는 방법 등으로 광산 

개발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을 신 광업법에 담고 있

다. 신 광업법 발효와 KK 및 PKP2B 광산에 대한 심

사의 결과로 신규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며 해외 자

원 확보가 불가피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신 광산법이 인도네시아에서 장기적으로 자원을 확

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된다. 구 광업법

과 신 광업법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인 차이는 구 

광업법에 있는 KK 와 PKP2B를 없에 버리고 신 광

업법에서는 광물과 석탄 광업을 사업허가제로 바꾸

고 사업허가제에 경매제를 도입했다. 여러 종류 여

러 단계의 광업 사업허가서를 광업 사업허가서(Ijin 

UsahaPertambangan/

IUP)와 소규모 광업허가서(Ijin Pertambangan 

Rakyat/IPR)와 특별광업 사업허가서(Ijin Usaha 

Ppertambangan Khusus/IUPK)로 3 개로만 구분하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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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iii). 지방 분권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구체

의 원칙, 책임의 원칙 및 효율의 원칙을 적용시켜 광

물 및 석탄을 개발해야 한다. 

iv). 광물 및 석탄 개발 사업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유용해야 한다. 

v). 광물 및 석탄 개발은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

제적으로 약한 주민 및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고 

광업 관련 사업의 출현에 기여해야 한다. 

vi). 광물 및 석탄 개발 사업에 뒤따르는 경제건설을 

이루기 위하여 광물 및 석탄 개발 사업은 환경 보호, 

투명성 및 주민 참여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신 광업법은 신 광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발효하

나 현실적으로는 신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야

별로 시행규정인 많은 정부령 및 장관령이 공포되어

야 시행이 가능해진다. 신 광업법에 관한 시행 규정

은 신 광업법 발효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공포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야별로 정부령 등 시행규정

이 공포되는 대로 보완 설명이 필요하며 우선 광물 

및 석탄에 관한 모법인 신 광업법을 중심으로 설명

한다(석유 및 천연 가스 광업은 설명하려는 광물 및 

석탄 광업법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석유 

및 천연 가스에 관한 다른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 광업 사업허가제도와 KK 및 PKP2B의 차이  

   법적인 관계가 광업 사업허가제도는 공익을 중시한 

공익 개념의 공적 관계이나 KK 및 PKP2B 제도는 정

부 와 투자가 간의 민사계약 관계이다. 따라서 정부의 

법적인 신분이 허가 기관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이며 

국회의 비준을 받은 KK 및 PKP2B는 준조약에 해당

되는 특별한 법적인 지위를 누리며 법리상으로는 KK 

및 PKP2B 발효 이후 제정된  법규의 적용에서 제외되

는 신분이다. 광업 사업허가제도에서는 정부는 법 집

행자의 지위에서 광업 사업허가서 보유자를 지도하

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나 KK 및 PKP2B 제도에서

는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는 사업자와 정부 간에 약정

한 대로 이행해야 하면 된다. 광업 사업허가제도에서

는 인도네시아 법규가 적용되나 KK 및 PKP2B 제도

에서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국가의 법규 적용을 받는

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한국법, 인도네시아법, 싱아

폴법, 미국법 등 제삼국의 법 적용이 가능하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광업 사업허가제도에서는 인도네시

아 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행정법원에서 해결해야 하

나 KK 및 PKP2B 제도에서는 양 당사자가 분쟁 해결 

관할처와 해결 방법을 약정한대로 한다. 양 당사자가 

분쟁 발생 시 한국법으로 한국 상사중재원에서 해결

한다고 약정했으면 분쟁 발생 시분쟁 해결은 한국 상

사중재원 이외의 기관에서는 불가하며 한국 상사중

재원의 판결이 강제 구속력을 갖는다. 법적 결과는 광

업 사업허가제도는 정부 일방적이나 KK 및 PKP2B 

제도에서는 양 당사자의 약정한 사항에 달려 있다. 양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느냐에 따라 법적 결과도 달

라진다. 법적인 확실성은 광업 사업허가제도는 정부

의 일방통행이므로 KK 및 PKP2B 제도보다 더 학실

하다. KK 및 PKP2B는 거의 모든 것이 양 당사자가 약

정한 사항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위반 시에도 어떻게 

한다는 약정에 달려 있으나 서로 의견이 상이하여 분

쟁이 발생 시에는 그 해결이 더 복잡해진다. 양 당사자

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 사업허가제도에서는 사업자

의 권리보다 정부의 권리가 크나 의무에서는 정부의 

의무보다는 사업자의 의무가 더 크다. KK 및 PKP2B 

제도에서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더 균형을 이

루고 있다. 양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거 법규는 광

업 사업허가제도에서는 인도네시아 법규이나 KK 및 

PKP2B 제도에서는 양 당사자가 악정한 약정서가 근

거 법원이 된다. 상술한 몇 가지 기준으로 비추어 봐

서 광산을 경영하는 사업자 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관계는 광업 사업허가제에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수직 관계이며 KK 및 PKP2B 제도에서는 형

식상으로는 대등한 수평 관계이다.  

72  한인뉴스



2. 신 광업법이 기존 KK 및 PKP2B에 미치는 영향

신 광업법 발효 이전에 체결된 기존 KK 및 PKP2B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미 약정한 계약일까지 유효하

며 국가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다른 KK 및 

PKP2B에 운용에 관한 조항은 신 광업법 발효 1(일)년 

이내에 신 광업법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신광업법에 따라 주별로 광물별 생산량, 내

수물량 및 수출물량을 중앙정부가 정할 수 있고 사업

자 가 전 계약 기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정부에 제출

해야 하며  광업 활동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고 처벌

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감안 해보면 기존 KK 혹은 

PKP2B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많아질 것으로 

보며 정부와 약정한 사항을 약정한대로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KK 혹은 PKP2B 사업자의 광산 면적 축소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자금 동원능력

이 있고 관리능력이 뛰어난 사업자에게 투자의 기회

가 온 것으로 본다.  

    

3. 내수 우선 정책 

정부는 국회와 자문을 통하여 일반광물 개발사업 및 

석탄 개발사업에 내수 우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으며 주(Propinsi)별로 광물 및 석탄의 생산량 과 수

출량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에게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복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생산량과 수출

량을 사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겠다

는 정책은 30여년 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

목 생산량 및 수출 물량 직접 콘트롤이 국제 목제 가

격 상승 요인이 되었고 일본 및 한국 합판 사업의 붕

괴를 초래했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한다. 광물 및 석탄

의 상당한 양을 인도네시아에서 조달받고 있는 한국

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정책 변화로 볼 

수 있겠다.       

4. 신 광업법 발효 이전에 구 광업법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발급된 기존 광업계약, 조광권 및 광업 
사업허가서는 다음과 같다.

4.1. 광산 조광 계약서(Kontrak Karya/KK)

4.2. 탄광 조광계약서 (Perjanjian Karya Pengusahaan 

Pertambangan Batubara/PKP2B)

4.3. 조광권(Kuasa Pertambangan/KP)

4.4. 지방발급 조광권(Kuasa Pertambangan Daerah/

KPD)

4.5. 광업 사업허가서(Surat Ijin Usaha Pertambangan)

4.6. 소규모 광업사업허가서(Surat Ijin Usaha 

Pertambangan Rakyat)

5. 중앙정부의 권한

중앙정부는 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

하고 있다.

5.1. 광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5.2. 광업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제정한다.

5.3. 광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표준, 지침 및 기

준을 결정한다.

5.4. 광산사업 및 석탄 개발사업 허가에 관한 국가적

인 제도 결정한다. 

5.5. 지방정부와의 조정 및 국회와의 자문을 통하여 

광산지역을 결정한다.

5.6. 2(이)개 주에 걸처 광산이 놓여 있거나 해안선에

서 12(십이) 마일 밖에 있는 광산에 대한 사업허

인도네시아 신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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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발급, 지도, 감독 및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

한다.  

5.7. 생산활동이 2(이)개 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

나 해안선에서 12(십이) 마일 밖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에 대한 광업사업허가서 발급, 지도, 

감독 및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한다. 

5.8. 특별 광업 시추 허가서 및 특별 광업 생산활동 허

가서를 발급한다. 

5.9. 지방정부에서 발급한 광업 생산할동 허가서 중 

환경 파괴를 야기시킨 허가서와 정상적인 광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허가서에 대한 평가

를 한다.

5.10. 생산, 판매, 활용 및 보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5.11. 협력, 합작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5.12. 광물 및 석탄에 대한 비국세 공과금을 결정한다.

5.13.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광산 및 석탄 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한다. 

5.14. 광업 분야 지방 조례 제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을 한다.

5.15. 광산 지역 및 국가 예비 지역 결정 자료로써 광

물 및 석탄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광물 

매장 유무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연구 및 시추를 

시행한다.

5.16. 지질에 관한 정보, 광물 및 석탄 잠재에 관한 정보 

및 광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5.17. 채광 후 매립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5.18. 광물 및 석탄 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 대차대조

표를 작성한다.

5.19. 광업 활동에 대한 부가 가치를 개발하고 증대

시킨다.

5.20. 중앙정부 기관, 주정부 및 시/군 정부의 광업 사

업 시행능력을 증대시킨다.

      

6. 주 정부의 권한

주 정부는 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

하고 있다.

6.1. 광업에 관련된 주 조례 및 주 규정을 제정한다.

6.2. 해당 주 행정구역 내 2(이)개 시/군에 걸처 있는 광

산 및/혹은 해안선에서 4(사)마일부터 12(십이) 마

일 사이에 있는 광산에 대하여 광업사업허가서 발

급, 지도, 감독 및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한다.  

6.3. 해당 주 행정구역 내 2(이)개 시/군에 걸처 있는 

생산활동 광산 및/혹은 해안선에서 4(사)마일부

터 12(십이) 마일 사이에 있는 생산활동 광산에 

대한 광업 사업허가서 발급, 지도, 감독 및 주민과

의 분쟁을 해결한다.  

6.4. 해당 주 행정 구역 내 2(이)개 시/군의 환경에 영

향을 미치거나 해안선에서 4(사)마일부터 12(십

이) 마일 사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에 대

한 광업사업허가서 발급, 지도, 감독 및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한다.

6.5. 주어진 직권에 따라 광물 및 석탄에 대한 자료

와 정보를 얻기 위한 매장량 조사, 연구 및 시추

를 한다.

6.6. 주 행정구역 내 지질에 관한 정보, 광물 및 석탄 

잠재에 관한 정보 및 광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

다.

6.7. 주 행정구역 내 광물 및 석탄 자원에 대한 대차대

조표를 작성한다.

6.8. 주 행정구역 내 광업 활동에 대한 부가 가치 개발 

및 증대시킨다.

6.9. 광업 관련 환경 보호에 관한 주민들의 참여 역할

을 개발하고 증대시킨다.  

6.10. 광산에서 폭발물 사용 허가와 사용에 관하여 직

권에 따라 허가 조정 및 사용을 감독한다.

6.11. 광물 매장 유무에 관한 현장 기초조사, 일반 써

베이, 조사 및 시추 결과를 에너지 자연자원부 장

관 및 시/군수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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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광물 생산량, 내수 판매량 및 수출량을 에너지 

자연자원부 장관 및  시/군수에게 통보한다.

6.13. 채광 후 매립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6.14. 주정부 및 시/군 정부 기관의 광업 사업에 대한 

시행능력 증대시킨다. 

      

7. 시/군 정부의 권한

시/군 정부는 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

하고 있다.

7.1. 광업에 관련된 시/군 조례 및 시/군 규정을 제정

한다.

7.2. 해당 시/군 행정구역 내에 있는 광산 및/혹은 해

안선에서 4(사)마일 이내에 있는 광산에 대한 사

업허가서 발급, 지도, 감독 및 주민과의 분쟁을 해

결한다.  

7.3. 해당 시/군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해안선에서부터 4(사) 마일부터 이내에서 생산활

동을 하는 광산에 대한 사업허가서 발급, 지도, 감

독 및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한다.  

7.4. 광물 및 석탄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광

물 매장 유무에 관한 현장 기초 조사, 연구 및 시

추한다.

7.5. 시/군 행정구역 내 지질에 관한 정보, 광물 및 석

탄 잠재에 관한 정보 및 광업에 관한 정보 관리

한다.

7.6. 시/군 행정구역 내 광물 및 석탄 자원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다.

7.7. 광업 관련 환경 보호에 관한 주민들을 참여시키

고 개발한다.   

7.8. 광업 사업 활동의 이용, 부가가치 개발 및 증대 극

대화한다.

7.9. 광물 매장 유무에 관한 현장 기초조사, 일반 써베

이, 조사 및 시추 결과를 에너지 자연자원부 장관 

및 주지사에게 통보한다.

7.10. 광물 생산량, 내수 판매량 및 수출량을 에너지 

자연자원부 장관 및 

      주지사에게 통보한다.

7.11. 채광 후 매립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7.12. 시/군 정부 기관의 광업 사업에 대한 시행능력

을 증대시킨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신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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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라 섬 사람들

까라빤 사삐
Karapan Sapi

마두라 사람들의 자랑거리,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

오는 까라빤 사삐(Karapan Sapi)는 면. 군 대회를 거

쳐 대통령배까지 있다. 마두라 섬의 중심지인 방깔란

(Bangkalan)과 빠머까산(Pamekasan) 경기장에 다녀

왔다. 그 두 곳에는 까라빤 사삐 전용 연습장까지 있

었다.

밭일하던 농부 둘이서 누구의 소가 더 빨리 걸어가

는지 시합하였던 것이 유래가 되어 지금은 누구의 소

가 더 빨리 달리는지 경주하는 까라빤 사삐가 되었다. 

까라빤 사삐들은 평상시에 고개를 들도록 줄을 묶

어 놓는다. 그 이유는 달리기 할 때 앞을 보고 빨리 달

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경기가 시작되는 날 경기

장에 가 보면, 소들은 목걸이와 귀걸이를 예쁘게 장식

하여 뽐내듯이 운동장을 걷는다. 그 뒤를 이어 풍물패

거리들이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며 함께 따라 걷

는다. 그 행사는 소의 치장을 심사하는 것이기도 하지

만 소들에게 달릴 거리를 미리 알려주어 감각을 익히

 마두라 사람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속

담이 있는데 ‘부끄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

다.(Lebih baik mati daripada malu)’이다. 

소금이 많이 나는 곳 마두라 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염전, 뜨거운 태양아래 눈처럼 수북하게  쌓인 소금 무

더기, 풍차를 돌리면서 일하는 염부의 모습도 보기 보

기드문 풍경이라서 참 멋있는 마두라섬의 두 번째 이

야기는 까라빤 사삐이다.

 

<글,사진: 김성월>

마두라 염전



는 예행연습이기도 하다.

두 마리 소에게 다정다감하게 

타이르듯『왼쪽이나 오른쪽이

나 한쪽 더 빨라도 안돼, 똑같이 

빨리 가야한다.』 말하는 작은 체

구의 조끼(joki)는 이번 까라빤 사

삐(Karapan Sapi)에서 꼭 우승을 

거머쥐겠다는 각오의 눈빛은 마

두라 섬 태양빛만큼이나 뜨겁고 

강렬했다. 그 옆에 서 있는 조끼

(joki) 또한 소에게 무엇인가 신호

어, 조상들의 지혜였다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긴 해

도 비닐봉투 사용 방법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소들이 달리는 거리는 220m이고 최고 기록은 14초

였다. 소들이 달리는 거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경기

장 형편에 따라 방깔란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 넓어 

220m로 달렸고 빠머까산 경기장에는 180m로 달렸

다. 

까라빤 사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경기장에서 만난 

관광청 직원에게 물어 보았다.

첫째 패자 부활전이 있다. 우승한 조와 패한 조를 

모아서 다시 토너먼트식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것이다. 

또 하나 까라빤 사삐에서의 우승하면 가문의 영광이고 

우승자는 마두라 사람들에게서 우상처럼 여겨졌다. 그

건 선수뿐만 아니라 소와 조끼까지. 또 하나 경주에서 

우승한 소의 값이 껑충 뛰어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세

월이 흐르다보니 전통문화를 비스니스로 연결이 되기

도 한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성

들여 소를 보살피며 오죽하면 까라빤 사삐 키우는 사

람들에겐 소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아내와 자식이

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채찍 춤

를 주고 있었다. 조끼들은 모두 초등학생처럼 자그마

한 체격이다. 그건 소가 달릴 때 무게를 줄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다. 

소가 달리기에 필요한 장비는 썰매, 채찍, 비닐봉투

이다. 모양은 두 마리의 소를 한 쌍으로 하여 중간의 

긴 썰매(Keleles) 막대를 연결하여 그 위에 조끼가 올

라타고 달리는 경기다. 속도를 가하기 위해 조끼가 사

용하는 채찍(Pecut)은 짧은 막대기로 못이 박혀 있었

는데 모양은 여자들이 머리 드라이할 때 사용하는 빗 

모양이다.

깃발과 함께 출발이 시작되면 조끼는 양손에 소꼬

리를 쥐고 뻐쭛으로 엉덩이를 찌른다. 엉덩이가 못에 

찔리게 되면 소는 아픔을 느껴 빨리 달리게 된다. 또 소

에게 겁을 주는 도구로 비닐 봉투를 목에 달아 둔다. 달

릴 때 바싹거리는 소리에 소가 겁을 먹고 더 빨리 달리

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소를 혼비백

산시켜 빨리달리도록7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들은 달리는 소에게 장식으로 깃발을 왜 꽂아 두

는지 속력을 내는데 거추장스러울 것 같고 또 소 목에 

묶어 둔 비닐봉투에 바람이 가득 담겨 펄럭이면 오히

려 역효과로 딸랑이가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좀 재래

식 방법이긴 하지만 경험에서 얻은 그들만의 아이디

마두라 섬 사람들 - 까라빤 사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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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마두라 섬에서 까라빤 사삐를 취미로 제일 많이 가

진 사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부자이기에 취미도 

그런 비싼 취미를 가졌을까? 그 사람은 하지또히르 오

십 갓 넘은 중년 남자였다. 지난 번 경기장에서 만난 적 

있어 이번에는 주소를 물어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은 

방깔란이고 큰 집이라는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

다. 돌담으로 된 담장이 총 98m로 풍경이 마두라 돌담

길이라고 하면 딱 어울릴 표현 같다.

그 남자의 마구간에는 까라빤 사삐 30마리와 암소 

두 마리가 있었고 마구간 앞에는 소 키우는 젊은 남자

들이 소 숫자만큼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 많은 소

를 키우자면 한 달에 드는 비용만 해도 6천만 루피아란

다. 하긴 오리 알 5천개를 일주일 안에 소비하며 자무

와 커피, 캡슐로 된 비타민과 피로회복제를 한 마리당 

10알씩 먹였다. 소들만 이곳에 살고 가족들은 모두 여

기저기 흩어져 산다고 하였다. 집안의 이곳저곳을 알

려주는 동안 그 남자는 온 가족이 일 년에 한번 모이면 

아주 많은 대식구라서 이 집에 모인다고 말했다.  그 넓

은 집에 가족은 없고 가족사진만 액자로 두 개 걸려 있

다. 부인이라도 있으면 말벗이나 되고 좋으련만..... 

 오후에는 내일 모레 있을 경기를 위해 소들이 달리

기 연습을 한다. 연습장에 가서 달리기로 녹초가 되기 

전에 나는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줘야한다는 의미로 

까라빤 사삐를 타 보았다. 긴 썰매에 올라서서 두 발로 

중심을 잡고 양손에는 소꼬리 잡고 몸은 45도로 숙여

야 했다. 기수들이 소를 붙잡고 몰아주었지만 무경험

인 내가 까라빤 사삐 썰매위에 서서균형 잡는 것은 어

려운 일이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마구 비틀거

렸다. 게다가 꼬리를 잡으니 소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

였고 너무 긴장한 탓인지 5분을 타고 내렸는데도 다리

가 후들거려서 한참동안 걷을 수가 없었다.

바람이 없는 마두라, 집에서 새벽에 출발했고 저녁 

촬영까지 마치고 나니 온몸이 피곤하고 땀 냄새가 난

다. 시내 호텔로 가서 잠을 자려고해도 오늘 밤 스케줄

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집에서 샤워하고 시

내로 나가서 저녁 먹고 그 집으로 돌아 와 밤 9시 경에 

소들이 목욕하는 것을 찍었다. 밤이라 춥다며 가마솥

에 군불 넣듯이 물을 끓여 따뜻한 물로 소들을 목욕시

켰다. 그리고는 내일 있을 경주를 위해 컨디션 조절로 

달밤에 운동시키고 자무와 여러 가지 섞은 것을 파이

프에 담아 소입으로 넣어 먹였다 참으로 호강하는 소

들이었다.

밤이 깊어간다. 우리 집 말랑에는 AC 없이 사는데 

마두라는 너무 덥다. ‘더위 먹은 소는 달만 봐도 헐떡

거린다.’는데 소들은 그 두꺼운 가죽과 털을 가졌으면

서도 날씨에 익숙한지 조용하다. 일꾼들은 카드놀이로 

시간을 때우고 있다.

소와 달리는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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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좋은 부자는 방이 많아서 마음대로 골라서 자

라고 했지만 자고 싶은 정도로 편한 마음이 아니다. 방

에서 행여 자다가 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찍지 못하

면 어쩌나. 방송 시간이 긴 영상을 피디도 없이 나 혼

자 카메라맨 데리고 진행하는데 차라리 차 안에서 기

다리자.

지루하다. 일일여삼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여

자인 내가 여행 다니는 것을 워낙 좋아하고 이런 일이 

나와 잘 맞는 일이라 강단하나로 견디지만 이건 거친

일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오는데 대문에서 소 주인이 

외출에서 돌아 왔다. 이제 출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

았다. 주인 남자에게 왜 하필이면 새벽 02시에 소들을 

차에 태워 빠머까산 경기장으로 이동하냐고 물었더니 

리뚜알(Ritual)이란다. 이것저것 물어 보다가 아까 대식

구라는 말이 생각나서 나는 농담인척 하고 “ 부인이 몇 

명이세요? ”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 열 한 명이에

요.” 나는 아내들의 나이를 어림잡아 계산하다가 그 남

자 표정을 보고 싶은데 하필 달이 구름 속에 가려져 보

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 ! 아이들은요?“ 마치 퀴즈 답

을 말하듯이 “스물 세명입니다.“ 그 때 달빛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까라빤 사삐에서 우승 할 때마

다 아내를 한사람씩 얻었단다.

밤중에 소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이동하면서 아침을 

맞이했다. 대통령배 경기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다.

오늘은 군청직원들과 함게 빠데마우(Kecamatan 

Pademawu)으로 갔다. 그곳은 까라빤 사삐 센트랄이

라고 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니 집집마다 까라빤 

사삐 몇 마리씩 마당에 서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까라빤 뚱갈(Karapan Tunggal)이라 하여 소 한마리 달

리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다시 장소를 옮겨 빠머까산 까라빤 사삐 경기장으

로 왔는데 이곳에서는 까라빤 깜빙(Karapan Kambing/

염소) 경기가 진행 중이었다. 아직 마두라 사람들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기

몰이를 한다고 했다. 요즘은 까라빤 끌린찌(Karapan 

Kelinci/토끼)도 한몫을 한다고 한다. 

올해 까라빤 사삐에서 소 부자네 소가 우승을 하였

다. 그가 열두 번째 아내를 얻을지가 괜히 궁금해진다.

마두라 사람들 만나면 “뜨리마 까시” 라는 말 대신

에 그들의 방언 “사깔랑꽁” 이라고 하면 그들이 참 좋

아하더라는 말을 남기면서. 

방깔란 경기장의 구경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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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절감,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와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금,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27.7%가 최근 3년간 보유

기술 및 정보의 외 부유출로 인한 피해

가 발생했으며 이 중 88.9%가 대

처곤란 등의 이 유로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못 한 실정이다. 한

인뉴스는 기술유 출 방지 및 기술유

출 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결과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의 도움을 받아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해외 기술유출 현황 및 사례

1. 해외 기술유출 현황

(1) 국내 실태조사 1)

□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에서 44.6%의 기업이 제조, 판

매, 연구개발 등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47.5%가 해외에 진

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 중소기업의 39.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벤처와 이노비즈 인증을 모두 획

득한 기업이 53.5%로 해외진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벤처기업 45.1%, 이노비즈 기업 42.4%, 일반 중소기업 

3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2-1>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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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42.6%만이 해외에서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각종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진

출 기업 중 39.4%만이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

여 일반 중소기업의 49.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중소기업이 49.1%로 보안조치

를 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노비즈 

기업 42.6%, 벤처기업 38.4%, 벤처/이노비즈 기업 37.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2-2>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보안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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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실태조사 2)

1) 산업기밀 유출현황

□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기업 

65개사 중 18개사(27.7%)가 최근 3년간 보유기술 및 정보

가 외부로 유출되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1) 국내 실태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

회에서 지난 2008년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중소기

업 산업 기밀관리 실태조사」결과 중에서 해외진출 중소기

업 관련 사항을 분석, 정리한 것임

2) 해외 실태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으로 지

난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중국과 베트남에 진

출한 6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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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비

율인 1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33.3%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의 21.9%에 비

해 높게 나타남

○   유출횟수는 유출경험이 있는 18개사 중 1회 유출이 11개

사(61.1%), 2회 유출과 3회 유출이 각각 3개사(16.7%), 

5회 유출이 1개사(5.6%)로 나타남

○   유출 관계자는 현지채용 직원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협력업체 관계자 22.2%, 본사파견 직원 5.6%, 경쟁업체 

관계자 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출시 처리방법은 대처 곤란으로 포기한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별한 조치 미실시 

22.2%, 민,형사상 법적대응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출 기업의 31.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의 55.4%가 내부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산업보안교육 실

시 비율인 46.9%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임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진출 기업의 57.6%가 보안교육

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의 

46.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현지기업의 27.7%만이 임직원에 의한 기밀유출 등 보안사

고 발생 시를 대비해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진출기업의 경우 30.3%가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베트남 진출기업의 

25.0%에 비해 높게 나타남

3) 산업보안 인식수준

□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의 대부분이 기술유출방지와 

관련하여 현지 진출국가의 법규, 제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63.1%가 법규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

한다고 대답했으며, 법규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32.3%로 나타남. 반면 법규 내용 대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진출기업의 경우 법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

면, 법규 내용 대부분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없었음. 중국 

진출기업의 경우에도 법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한다는 응

답이 57.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법규 내용 대부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했음

□ 현지 당국의 보유기술 및 정보의 보호노력에 대해서는 불만

스럽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0.8%로 나타남.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음

□ 해외에 진출한 한국 현지기업이 중요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현지 

대사관 등의 우리나라 공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해외에 진출한 현지 유관기관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산업기밀 관리현황

□ 현지기업 중 29.2%만이 내부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

체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보안규정 보유비

율인 37.3%에 비해 낮은 수치임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진출 기업의 36.4%가 보안규

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의 

21.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

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기업 중 33.8%만이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

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진출 기업의 36.4%가 보안업무 u52628 

.진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베트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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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 등 기관 활용 20.0%, 

한국 모기업 활용 15.4%, 국내 정부기관 13.8%, 기타 

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대정부 건의사항

□ 해외 진출한 기업의 보유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기업 중 

21개사(32.3%)가 산업보안 설명회 개최 확대를 요구함. 그 

다음으로 법률자문 확대 18개사(27.7%), 공동 유출조사 실

시 9개사(13.8%), 기업 방문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8개사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해외 기술유출 사례 3)

(1) 유출관계자

□ 현지채용 인력

사례 1.

보안 카메라 전문 생산업체인 A사는 중국 심천에 현지 법

인을 설립한 뒤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생산에 착수함

하지만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던 도중 현지에서 고용한 

현지 생산직 직원이 A사의 제품 회로도를 몰래 절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

유출자는 제품 도면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동, 그곳에서 

유사한 물건을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김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제품 회로도

○   유출배경

- A사는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

업으로 최근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함

- 중국 현지에서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생산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완제품 샘플 및 주요 기술도면 

등이 중국 현지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음

○   피해규모 : 유출자가 제품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전체 제품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불법복제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가 손상됨

○   유출인지

- 유출자가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까지는 유출사건이 있었는

지 전혀 파악하지 못함

- 고객사에서 A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먼저 제보해 주어서 인지

○   조치사항

- 유출사건에 대한 사전확인 작업과 동시에 중국 공안에 신

고하여 협조를 요청한 뒤 유출자를 추적함

- 유출자 체포 후 사건 종료

사례 2.

세계적인 가발 제조업체인 B사는 노동집약적인 가발산

업의 특성상 10여 년 전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생산

기지를 마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공장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경영위기에 처

하는 상황이 발생함

원인을 조사한 결과 중국 공장에서 일하던 핵심 기술자가 

중국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유사 제품을 만들어 해외 바이

어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 시장을 차츰차츰 잠식해 가

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세계적 수준의 가발제조 기술

○   피해규모 :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응이 

늦었을 경우 도산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었음

○   유출인지 :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급감하여 자체 조사에 

나선 끝에 인지

○   조치사항

- 긴급자금 3억 원을 투입해 본사 파견인력이 주요 기술을 통

제하고, 핵심제품 일부를 본사에서 직접 생산‧조달하는 방

3) 해외 기술유출 사례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

회에서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산업기밀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 중 해외진출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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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생산라인을 개편

- 현지 근로자와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

로자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도 개별 ID를 부여하여 

출입구역을 지날 때마다 기록이 남도록 함

사례 3.

전자제품 부속품 생산업체인 M사의 중국 현지 공장 책임

자로 지내던 A는 자신이 승진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휴

대전화 진동모터 관련 설계도면 수십 장을 자신의 아파

트로 빼돌려 놓았으나, 이 같은 사실이 곧 회사 임원진에 

의해 적발되어 회사로부터 강제 퇴직조치 당함

이에 앙심을 품은 A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중국인 기술

자 B를 통해 새로 개발중인 스테핑 모터 설계도면을 넘

겨받고 M사의 경쟁업체인 중국의 N사에 접근,모터 설계

도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익의 20%를 받기로 함. 뿐만 아

니라 A는 M사의 것과 유사한 스테핑 모터를 자체 제작하

여, N사의 한국 책임자인 C를 통해 국내 전자업체에 판

매를 시도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스테핑 모터 제작기술

○   피해규모 : 직접적인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유출되었

을 경우 향후 5년간 4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

로 예상됨

○   유출인지 : 정보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M사에 알려줌

○   조치사항

- 관련자 고소고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를 구속기소하고, C를 불구속 

기소함

□ 협력업체 종사자

사례 1.

검사 측정기를 개발하는 H사는 얼마 전 중국 청도에 진

출하였으나 파트너가 관련 기술을 몰래 빼내 같은 업종

의 회사를 설립, 거래선을 모두 빼앗겨 결국 공장 문을 닫

고 한국으로 철수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 검사 측정기 관련 응용 프로그램

○   유출배경

-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은 투자만 하면 모든 것을 해 줄 것처

럼 호의를 보이다가도 일단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음

- 파트너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신용조사가 부족했

고 치밀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피해규모 : 파트너사는 H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현지 인맥

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영업망을 장악해 나갔고, H사는 매

출이 급감하여 회사 존립 위기에 처함

○   유출인지 : 기존 거래처의 담당자를 통해 인지

○   조치사항 : H사의 협력업체는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청

도 인근 지역을 이끌어 가는 중견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미

치는 영향력이 강해, H사는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무

런 법적 대응을 취하지 못한 채 결국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

으로 철수함

사례 2.

상하이 인근 창저우에 투자한 기계관련 업체인 S사는 S사

가 지분 75%를, 중국의 파트너사가 나머지 25%를 현물

(토지)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작계약을 맺음

그런데 중국 업체는 계약서의 ‘이후 토지를 평가해 자본금 

이상 나오면 현금으로 보상한다’라는 조항을 빌미로 토지 

자산평가를 다시 받아 자본금보다 1억 위안(약 1백 50억 

원) 이상 많이 나왔다며 보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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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중국 업체가 S사의 핵심기술이나 노하우를 노렸

다기보다는 중국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S사를 사기 대상으

로 삼고 의도적으로 접근함

○   피해규모 :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중

국 진출이 완전무산됨

○   조치사항 : S사의 대표가 중국 업체의 땅값을 미리 알고 문

제의 소지가 될만한 조항을 일부러 계약서에 포함한 것이

라고 생각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길이 없었음

□ 경쟁업체 종사자

사례 1.

각종 장갑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는 M사의 베트남 생

산 공장에 경쟁업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불량품을 

모아 놓는 창고에 몰래 잠입함. 창고에는 품질심사에서 탈

락한 폐기 직전의 제품들이 쌓여 있었고, 침입자는 이를 

뒤지고 있다가 M사의 건물 관리인에게 목격되어 붙잡힘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환경친화성 산업용 보호장갑 제조기술

○   피해규모 : 품질검사 단계에서 탈락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능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규격이 맞지 않거나 바느질 불

량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이 외부로 유출되

었을 경우 M사가 입었을 타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됨

○   유출인지 : 건물관리인이 침입자를 발견

○   조치사항

- 침입자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끝까지 부인하여 별도

로 신고는 하지 않고 구두로 강하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침

- 불량품 저장창고 및 폐기장 근처에 CCTV를 설치하여 관

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인이 함부로 사내에 출입할 수 없

도록 철저히 통제함

사례 2.

포토프린터 엔진과 전용 카트리지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P사는 자사가 발명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모델이 중국 절강성(浙江省)의 한 공장에서 제조되어 동

남아 지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됨

P사가 증거확보를 위해 제품을 구입하여 살펴본 결과 경

쟁사의 제품이 P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를 증거로 하여 유사품이 수출, 판매되고 

있던 동남아 각 국에 중국 경쟁회사를 제소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포토프린터 전용 카트리지 개발 관련 특허

○   피해규모 : 약 50억 원

○   유출인지 : 유사제품 직접 구입 후 확인

○   조치사항

- 경쟁업체 제품을 구입하여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경쟁사를 제소하였으며, 재판에서 승소하여 경쟁

업체의 제품의 동남아 판매가 금지됨

- 사건발생 이후 P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제3국

에서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기 취

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도 강화함

사례 3.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발포제를 제조하는 K사는 2년간

의 노력 끝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저장성에 위

치한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함 비슷한 시기, 중

국 J사는 K사의 중국 지사장인 A에게 접근, J사의 회사 지

분과 부사장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K사의 신제품 제조

기술과 유통관리 등에 대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올 것을 

제안하였으며, A는 K사의 해외영업담당인 B와 C까지 매

수하여 관련 정보를 J사에 넘김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발포제 제조기술 및 유

통관리 프로그램 등 K사가 2년여에 걸쳐 수십억 원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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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여 개발한 기술

○   유출배경 : 최근 중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

면서 현지에서 지사나 u44277 .장을 관리‧감독하는 한국

인 책임자가 중국기업들로부터 기술유출의 대가로 금전

적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아짐

○   피해규모 : 유출되었을 경우 해외 거래처와 판매 단가 등

이 공개되면서 연간 약 1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   유출인지 : 국내 정보기관의 수사 결과

○   조치사항 : 관련 기술이 J사에 넘어가기 전 경찰이 지사장 A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기술을 매

입한 중국 J사 대표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의 협조를 얻어 

수배령을 내림

2. 상표도용 및 무단복제

사례 1.

콘덴서 생산업체인 T사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바이어가 물량을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줄이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자체 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바이어가 T사 몰래 중국 내에서 직접 모조품

을 제조해 중국 내수시장에 정품과 섞어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포착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콘덴서 제조기술

○   유출배경

-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중국산 모조품은 한국산 제품 전반

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범이지만, 중국정부가 단

속에 소극적이며 처벌 강도도 약해 한국의 많은 중국진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음

- 모조품의 경우 최종품을 완전 조립한 후에도 상표나 라벨

을 부착하기 전 까지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중국 업

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마지막 작업단계인 상표 및 라벨 

부착은 비밀리에 재빨리 진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   피해규모 : 저질의 모조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 신청이 급증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항의가 쇄도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 이

미지가 많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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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인지 : 거래물량이 점점 줄어들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자체 조사에 나선 끝에 인지

○   조치사항 : 중국 바이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

사례 2.

K사는 핸드폰용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로 중국 심천

에 새로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제품을 생산하던 중, 중국

의 한 단속업체로부터 중국의 전자제품회사인 H사가 인

근지역에서 K사 부품의 모조품을 대량생산하여 유통시

키려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

그러나 부품 견본품을 단속업체에 보내고 사실 확인 절차

를 걸치는 사이 모조품은 모두 판매되었고, K사와 단속업

체는 H사가 모조품 생산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예의주시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핸드폰에 내장되는 각종 부품

○   피해규모 : 약 50억 원

○   유출인지 : 중국의 한 단속업체가 K사 부품의 모조품이 중

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려줌

○   조치사항

- 불법으로 모조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중국 단속팀과 함께 감시를 시작함

- 광동성에 H사의 또 다른 판매점과 제품창고가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된 K사가 감독당국에 기습단속을 요청하여 중국 

단속팀이 3,600여개의 모조품을 몰수, 폐기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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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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리포트

금융위기

 아태지역의 금융위기 (종합)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아시아의 국가들, 

지역 경제의 엔진인 중국 또한 미국발 금융

위기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인하되고, 그로인해 인플레가 억제되었지

만, 아시아 각국의 피해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ANZ 은행의 경제전문가들은 2009년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 예상을 기존

의 9%에서 6.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S&P의 경제전문가들 역시 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고하고 있다.

아시아 역내 교역의 증가는 지역 경기 침

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플

레의 하락을 통한 반사이익으로 국가의 금

융과 재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역내 교역

의 증가를 이룩한다는 구상이다. 

ANZ 은행은 아시아 국가들을 수출의존

도가 높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구

분했다.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폴 등은 전자

이며, 인니, 말련,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은 

후자의 나라이다.  

전자의 나라들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투

자 증진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경제위기

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의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 사실상 미국은 

아시아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내 국

가들은 역내 교역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

고 있다. 아태 지역 14개 국가들중 13개 국

가는 이미 WTO의 회원국이다. 또한 아시

아에는 두 개의 거대한 경제 성장엔진인 중

국과 인도가 있다. 

CPO 등 식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니와 말

련은 2008년도에 큰 이익을 얻었으나, 이로 

인한 인플레는 지역 경제를 강타하였다. 현

재 CPO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지

역의 인플레 또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플레의 압력이 줄어든다면 시중은행들

은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이로서 은행권의 금리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은 세금 감면, 납세 

연기, 통화량 증가, 금리 인하등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분주히 발표하

고 있다. 

ASEAN+3는 다자간 통화스왑을 위한 

800억불 규모의 준비금을 마련하였고 이

는 2009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치

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 중, 일 3국

은 800억불 중 640억불을 준비할 것이고 

ASEAN 회원국들이 나머지를 분담하여 준

비할 것이다. 

하지만 아태지역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에 비

해 조금은 뒤처지는 듯한 모습이다. 현재 유

럽연합은 더 큰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 협력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습으로 대처

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기초경제는 아직

도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2007년도 중

국과 인니의 주식은 연 50% 이상의 수익을 

냈으나, 현재는 많은 우량 주식들도 저평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S&P는 2009년에 아시아 지역 증시가 다

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중국, 일본, 홍콩의 통화

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 통화의 달러당 

환율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체적인 수출

량의 감소로 높은 달러환율로 인한 마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인플레가 발

생할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수입물량의 

감소 및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고

환율로 인한 인플레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재무부 장관, 경제위기 상황 국회 보고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국회 재무분

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금융위기 현황

을 보고하고,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하여 

투자와 무역부문이 활성화 된다면 내

년도 예산안 상의 목표인 6.0%가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Maruarar Sirait 재무분과 위원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감세, 예금

보증, 리터당 500루피아 이상의 휘발유 

및 경유가격 인하, 관료개혁,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경제성장률 1%가 감소할 때

마다 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

로 예상한 바 있다. 만일 경제성장률이 

6%에서 4.5%로 감소된다면 100만개

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현재 

인니에는 940만명의 실직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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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부장관, 공기업 주식 Buyback 계

속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Sofyan Djalil 공기업부장관은 공기업 주

식에 대한 Buyback이 계속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Buyback이 진행중인 10개의 공기업

은 Telkom(통신), Jasa Marga(고속도

로), Aneka Tambang(광산), PGN(가스), 

Tambang Batubara Bukit Asam(석탄), 

Semen Gresik(세멘트), Wijaya Karya(인

프라), Adih Karya(건설), Timah(주석), 

Kimia Farma(제약) 이다. 

공기업들의 Buyback 프로그램은 

2009.1.13일까지 진행될 것이며, 이를 위

해 각 기업들이 준비한 자금은 총 650억 

루피아이다. 

동 장관은 기업들의 Buyback으로 투자

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바라며, 공

기업 주식에 대한 이유없는 투매가 근절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조정부, 내년부터 10개 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지급발표

경제조정부는 2009년부터 세금이나 관

세를 정부가 지불하는 형태의 세제 인센

티브를 다음의 10개 산업에 대해 지급한

다고 발표하였다.  

식음료, 전자, 전자부품, 자동차 및 자동

차부품, 통신, 선박부품, 화학, 철강, 중장

비, 발전소용 소형부품 산업이 동 인센티

브를 받게 될 것이며, 정부는 본 산업의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를 대신 지불

하게 된다.  

Eddy 경제조정부 차관은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내년 3월~4월 중 올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말하고, 본 인센티브 역시 경

제위기를 대비하여 국가 기본산업을 지

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부가가치세 감세 인센티브 산업

별로 제한하여 제공할 것임을 발표

산업부는 부가가치세 감세 인센티브를 

금속, 기계, 섬유 등 기본 물자를 생산하

는 산업체에게만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산업부 금속,기계,섬유 총국은 동 산업이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고, 국가 수출

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것이나, 그 대상업체는 로컬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에 한해 제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인센티브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

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장관, 2009년 부처예산 삭감 

가능성 언급

Djoko Kirmanto 공공사업부장관은 최

근 재무부와의 회의 결과, 내년도 공공사

업부 예산으로 34.9조 루피아를 배정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향후 경제

상황의 추이에 따라 삭감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동 장관은 공공사업부가 인프라 프로젝

트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인력을 고

용할 수 있고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

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라면 내

년도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으며, 공공사

업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아시아 의원 포럼(APA), 인니의 경제위

기 극복 제안 채택

APA 의장으로 선출된 Agung Laksono 

국회의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세계경제에 

대한 역할 증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인니

의 제안이 동 포럼에서 채택되었으며, 조

만간 APA를 통해 정식으로 발표될 것이

라고 밝혔다. 

동 의장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많은 인구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새 시대의 

대표자가 될만한 충분한 능력이라고 밝히

고, 지역 내 교역과 투자의 증진을 이루어 

내어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통계 /

재계동향

 무역부장관, 인도네시아 2009년도 수출

성장률 대폭 감소 예상

Mari 무역부장관은 주중인니대사 및 해

외주재 인니무역부 대표와 국제무역협력

공동회의에 참석, 2009년도 인니 수출성

장률이 국제시장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

은 2008년도 수출성장률 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장관은 국제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인니의 주수출품인 고무, 니켈, 알루

미늄, 구리 등의 추가적인 수출 가격 및 

수출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이

와 다르게 CPO 등의 자원은 인도와 중국

의 수요가 건재하므로 이상이 없을 것으

로 예상했다. 

통계청은 2008년 1~10월 기간 동안

의 수출이 2007년 동 기간 대비 21.26% 

상승한 1,184억불을 기록했지만, 올해 

10월 한달간의 수출은 9월 108억달러 대

비 11.6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09.2.1 부로 담배 수입관세 7% 인상

Anggito 재무부 재정정책청장은 내년 세

수목표액중 담배수입으로 인한 세수입이 

48조2천억 루피아라고 밝히고 이의 달성

을 위해 내년 2.1부로 담배관세를 7%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세수를 위한 내년도 담배소비량

을 금년 대비 5%정도 상향된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08년 

7% 상향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2억 8천만불 인

프라 차관 결정

ADB는 인니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인프라 차

관 2억 8천만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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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의 인프라 개혁 프로그램(IRSDP)의 

일환인 본 차관은 Ordinary Capital 

Resources(OCR)에서 제공되며, 3년 거

치 15년 상환의 조건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2005~2009년 인프라 건설을 위

하여 650억불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

지만 현재 250억불 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최저임금 4개부처 공동장관령 개

정

각 지역의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발표되었던 최저임금 4개부처 공동장관

령이 개정되었다. 

Erman Suparno 노동부장관은 내년도 최

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시위와 관련

하여 본 공동장관령의 취지는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것

이었음을 설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있

는 공동장관령 제 3조, 즉 ‘지역의 최저임

금 상한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넘지 않

도록 한다’를 ‘지역의 최저임금 상한이 지

역의 인플레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으로 변경,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Fahmi Idris 산업부장관은 본 공동장관령

의 개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결

정을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말

하고, 11월 말까지 각 지역 주지사들이 

내년도 지역 최저임금을 책정 할 것을 촉

구하였다.  

 2009년 1월 ~ 11월 인플레이션 누계 

11.10%

2009년 1월 ~ 11월 까지의 인플레이션

이 11.10%로 집계되었다. 11월 한달동안

의 인플레이션은 0.12%이다. 

통계청은 식품 재료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며, 세계 식량가격의 하락, 

CPO 수요의 감소 등에 그 원인이 있다

고 밝혔다. 

통계청은 아직까지 루피아 가치 하락으

로 인한 인플레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

하고, 이는 수입되는 제품 및 재료량 자체

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부패척결 위한 종

교계 역할 강조

Antasari Azhar 반부패위원회(KPK) 위

원장은 이슬람 단체인 MUI, NU의 대표, 

기독교대표, 유교대표 등 각 종교의 대

표자들과 만나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문

제를 바로잡기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

조했다. 

동 위원장은 반부패위원회의 임무가 부

패사범을 검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인

니의 부정부패를 줄여나가는 것에 있다

고 말하고, 아직도 인니의 부정부패는 증

가 추세이며, 수백명의 부패사범을 검거

하였으나 이는 단지 표면에 드러난 것일 

뿐, 그 뿌리는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동 위원장은 향후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

해 종교계와 협조하여 반부패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로컬/

개발관련사항

 반둥에 홍수, 철도와 섬유산업에 피해 

극심

반둥군의 집중 폭우로, 8개읍이 물에 잠

기고 Cicalengka역이 침수되었다. 

반둥시 인근 도로 역시 홍수로 차단되었

으며, 이로 인해 동부 반둥 Majalaya 읍내

의 4개 섬유산업 주요 마을들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Iwan Dermawan 서부자와 상공회의소 

회장은 동 지역내 섬유 및 의류산업이 심

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기계류, 원부자재

가 물에 잠겨 향후 1~2 주 동안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영 철도공사는 지난 금요일 새벽

부터 반둥 지역내 열차들이 운행되지 못

하고 있으며 현재 Cicalengka역에서 열차

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Citeureup 마을의 주민들은 지난 목요

일부터 침수가 시작되어 잠시 진정되

는 듯 하다가 현재는 1미터가 넘게 물

이 차올랐다고 말했다. 12.5(금) 홍수

는 Indramayu 지역으로 확대되었으

며, Rambatan, Kulon, Lhobener 지역의 

200여채 주택들이 20~70cm 정도 침수

되었다. 

Majalaya 섬유공업 협회 Deden 회장은 

홍수로 인한 섬유산업 피해액이 수십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부 Maluku군 Masohi시 소요사태 발생

12.9 중부 Maluku군 Masohi시정부 청사 

인근에서 주민 300명 이상이 부상당하

고 가옥 67채가 전소되는 소요사태가 발

생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종교를 모욕했다는 이

유로 수백명의 주민들이 중부 Maluku 군

수 사무실 앞에서 농성, 군수의 설득으

로 해산하였으나 귀가 과정에서 두 그룹

으로 나뉜 주민들이 서로 돌을 던지는 등 

소요가 발생하게 되었고, 발생 당일(12.9) 

밤늦게 까지 진행된 소요는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수십명의 주민이 부상을 

당하고, 인근가옥 67채가 전소, 마을버스

들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종교를 모욕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와 본 소요를 조장한 주동자를 체

포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대도시 

Ambon 경찰당국은 본 Masohi의 소요를 

계기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Ambon 

시에서 폭동을 선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고, 경찰당국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

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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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련사항

 한-인니, 인니 해고노동자 300명 규모

의 구제방안에 합의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인니 노동자송

출보호청(BNP2TKI)은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인니인 해고노동자 300명에 대해 

구제방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Jumhur Hidayat 노동자송

출보호청장은 본 합의안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해고된 인니인 노동자가 같은 제

조업이 아니라도 건설, 어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재고용되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청장은 현재 한국내 3만3천명의 

인니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송출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노력할 것임

을 밝혔다. 

국제 /

통상관련사항

 인니-러시아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지난 12.8~9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니-

러시아 제5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인니측은 외교부 Retno 미국유럽국장을 

단장으로 51인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러시아측에서는 31인의 대표단이 참석

하여 세계 경제위기 하에서의 양국간 경

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Retno 국장은 회의에서 러시아의 거대한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CPO를 비롯한 

인니 생산품들을 많이 수입해야 할 때라

고 말하고,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Hamid Awaludin 주러 인니대사는 

기계획되어 있는 러시아의 커피, 차 분야

의 투자산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natoly Ivanovich 러시아 대표단장

은 인니-러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시

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며, 이를 위해서는 선박용 건조창이나 원

자력 에너지의 협력사업이 적합할 것이

라고 밝혔다. 

본 회의기간중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009년,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문제해결

을 위해 공식 발족할 Indonesia-Russia 

Business Council의 주요한 임무가 될 것

이다. 

 국회, ASEAN 의장국으로서의 태국의 

의무이행 도울 것을 촉구

국회 국방및외교 위원회 소속의 골까르

당 Yuddy 의원은 SBY대통령의 ASEAN 

정상회의 장소 이전 제안과 관련하여, 정

부가 ASEAN 의장국으로서의 태국의 의

무이행을 도와야 할 것이며, 그에 반하

는 제안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동 의원은 현재 인니에도 면밀히 검토해

야 할 내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리 정상회의 개최 제안은 적

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PDI-P(투쟁민주당)의 Andreas 의원은 

인니 정부가 태국 정국위기를 민주화의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태국 정국 위기

를 내년 대선을 위한 인기몰이에 사용하

지 말 것을 촉구했다.    

 SBY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발리 개

최 제의

Hassan Wirajuda 외무부장관은 태국 정

부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

며, 조만간 태국 정부로부터 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이 발표될 것이라

고 말했다.  

동 장관은 만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연기

된다면, 이미 각국의 비준을 받은 아세안

헌장 채택이 정상회의 이전에 이루어지

는 것이 좋을 것이나, 이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 외무부장관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SBY대통령은 태국의 불안정한 정

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12.17 태

국의 치앙 마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세

안 정상회담이 일정대로 열릴 수 없다면, 

주최국의 지위는 태국이 유지하고 개최

지를 발리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니-벨기에, 딴중쁘리옥 항구를 통한 

직접 수출입 운항 검토

Jusman 교통부장관은 인니를 방문중인 

벨기에의 Phillipe 왕자와 회의를 갖고, 

자카르타의 딴중쁘리옥 항구와 벨기에

의 Antwerp 와 Zeebrugge 항구 간의 직

접 수출입 운항(Direct Call)에 대한 의견

을 나누었다.  

동 장관은 직접 수출입 운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딴중쁘리옥 항구가 4세대급 이상

의 국제 선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항구 시설 발전을 위한 

벨기에측의 기술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인니-유럽 간의 교

역량은 20피트 컨테이너(TEU) 9,712대

분량으로 이는 상당히 큰 물류 시장으

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상기 물류량의 

100%는 싱가폴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수

출되고 있다.  

벨기에-인니의 양국간 교역액은 12억불

이며, 벨기에는 인니의 여섯 번째 수출 대

상국이다. 주요 교역품목은 목재, 가구, 

섬유, 의류, 피혁제품, 수산물, 담배, 공

구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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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 1 8 , 1 1 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둥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4224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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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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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분식        722 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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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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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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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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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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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3342 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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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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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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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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
저자 최승호 | 그림 윤정주 | 출판사 비룡소 

너도 말놀이 동시를 지어 봐! 시인 최승호의 『말놀이 동시집』 제4권. 유치원 아

이들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를 위한 재미난 말놀이 동시집입니다. 말이 지닌 고

유한 놀이성과 흥겨움이 동시가 지닌 운율감과 함께 맛깔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듣

는 재미와 읽는 재미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펜화와 수채화가 어우러진 익살맞은 그

림이 보는 재미도 얻게 합니다.

봄비 : 하늘에서 / 올챙이 같은 비 떨어진다 / 비에서인지 늪에서인지 / 개구리 오줌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저자 스티븐 앰브로스 | 역자 박중서 | 출판사 뜨인돌출판사 

미국과 세계 역사를 바꿔놓다!

루이스와 클라크의 863일간 8천 마일의 대장정~!

『불굴의 용기 | 미국과 세계 역사를 바꾼 루이스와 클라크의 열정과 도

전!』.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 당시, 13개 식민주로 이루어진 대서양 연안 

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신흥국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이후 프

랑스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광대한 영토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사들

이고 루이스와 클라크 원정대를 서북쪽으로 파견한다.

이들의 원정은 863일간 8천 마일이라는 대장정이기도 했지만, 미국과 세

계 역사를 바꿔 놓은, 이른바 초강대국 미국의 기틀을 만들어낸 모험담이기도 

했다. 2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초창기 미국사를 다루는 이 책은, 

여행가 루이스의 생애와 원정을 중심으로 한 모험담을 스릴 넘치게 보여준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모험담을 만들어낸 루이스와 클라크. 이 속에서 야생

의 오지 탐험에 대한 신비는 물론, 인디언 부족들과의 만남 등 흥미진진한 이

야기와 마주하게 된다. 더불어 이들의 탁월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으며, 제퍼

슨과 루이지애나 매입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접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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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저자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 역자 이도영 | 출판사 미래인

악플 소동으로 뒤집힌 트루먼 중학교!

10대의 인터넷 문화를 다룬 성장소설『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청소년의 심리와 감

수성을 섬세하게 표현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작가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가 어둡고 딱

딱한 주제를 특유의 톡톡 튀는 문체로 유쾌하게 그려내었다. 

트루먼 중학교 신문부 부장을 맡고 있던 제이비는 획일적인 학교교육과 선생님이 간섭

하는 신문 제작 방식에 불만을 품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신문을 꿈꾸며 친구 아무르

와 함께 ‘트루먼의 진실’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트에 학

교의 인기 스타인 릴리의 뚱뚱했던 초등학교 시절 사진과 그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다.

익명의 발신자가 올린 비방글의 영향은 점점 번져, 릴리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거기다 다른 학생들까지도 릴리에게 악플 공세를 퍼붓는다. 결국 릴리는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춘다. 이 모든 사건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양심

의 가책을 느낀 제이비는 아무르와 함께 릴리를 찾아 나서는데….

한국정원 답사수첩
저자 역사경관연구회 | 출판사 동녘 

이 책은 광한루원, 남원 몽심재, 구례 운조루, 운림산방, 용호정원 등 40여 곳의 한국 

전통정원을 소개한다. 답사여행 때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도면과 함께 정원에 관

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저자들은 먼저 우리의 전통정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정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였다.

주인의 입장에서 정원을 바라보았다. 선택된 정원들은 작정자, 주인, 혹은 그 정원을 

조용할 때 깊이 개입한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개인적인 정원이라는 점이 조건이었

다. 특히 학회지나 단행본에 나온 바탕으로 전통정원에 대한 내용을 꾸몄고, 저자들 나름

의 판단과 소견은 최소한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성형보다 효과적인 V라인 페이스 혁명 (DVD포함)

저자 다나카 유쿠코 | 역자 천채정 | 출판사 중앙북스 

일본에서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화장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베스트

셀러를 낸 다나카 유쿠코의 신작『성형보다 효과적인 V라인 페이스 혁명』. 이 책은 몇

분만의 마사지를 통해 피부의 칙칙함과 주름, 모공과 같은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법을 

소개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굳어지는 근육을 풀어주고 림프나 혈행의 흐름을 잘되게 하는 마

사지를 통해 탄력있는 뺨과 V라인의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저렴하고 효과

적인 홈케어를 통해 얼굴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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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점
격정의 고려말, 왕과 왕의 호위무사 ‘홍림’ 

고려 말, 원나라의 정치적 압박은 거세지고, 정체불명의 자객

들은 왕의 목숨을 위협한다. 어린 시절부터 왕의 최측근에서 호

위해온 건룡위의 수장 ‘홍림’은 그런 왕을 보필하며 비밀리에 왕

을 시해하려는 세력을 파헤친다. 그러나 왕의 후사문제를 빌미로 

원나라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고, 왕권에 도전하는 무리들의 실

체가 드러나면서 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거부할 수 없는 선택, 엇갈린 운명 

왕 의 명령이라면 목숨처럼 따르는 홍림. 왕은 고려의 왕위를 이

을 원자를 얻기 위해 홍림에게 왕후와의 대리합궁을 명한다. 망연

자실한 홍림과 원치않는 합궁을 해야하는 비운의 왕후, 그리고 이

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왕. 충격과 욕망이 엇갈린 그날 밤, 

세 사람의 운명은 서서히 휘청이기 시작한다.

금기의 사랑이 역사를 뒤흔든다! 

합궁 이후, 홍림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던 왕과 홍림의 사이에도 균

열이 생긴다. 그리고 반역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왕의 분노는 극에 달하는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홍림과 왕, 그리고 왕후. 이들을 둘러싼 운명의 대서사가 펼쳐진다.

세븐 파운즈 Seven Pounds

윌 스미스가 전하는 놀라운 미스터리,

예기치 않던 로맨스, 위대한 감동!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진 빚을 갚아

야 한다는 죄책감으로 7명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운 벤 토마스(윌 스미스)는 에밀리(로자리오 도슨)와의 

예기치 않던 사랑으로 잠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에

밀리와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는 걸 느낀 순간 마침내 오랫

동안 자신이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음을 깨

닫게 된다. 선택된 7명만이 알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1월 공지 사항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콘설팅.M&A.부동산. 저당권.자원개발.채권회

수.파산관재.가사.상속.지적재산권.소송. 중재.재단법인.출

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변호사)

(MP.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반(反)포르노 법 제정, 발효

1. 주재국은 포르노물이나 포르노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도하

며 도덕적인 교육 등을 위해 “반(反) 포르노물 및 포르노행위 법

안”을 제정하고, 11.26일 유도요노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

써 발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동법은 포르노물을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일부나 전부 노출 

행위, 선정적인 춤, 오랄섹스, 성교 행위 등이 포함된 글, 소리, 그

림, 사진, 영상물 등으로 규정하고, 포르노 행위를 성(性),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칭하고 있음. 

ㅇ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책, 편지, 잡지 등의 인쇄물이나, 영화, 비디

오 및 CD 등 일체의 영상물로 제작, 배포, 판매, 사용하는것 등

을 금하고 있음.

- 단, 포르노물의 사용이나 행위는 교육이나 학문의 연구, 질병치

료, 예술행위 등의 특별한 목적하에 이에 합당한 특별한 장소에

서 행해질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제작, 수입, 판매 등도 

허가 하에 일부 인정

ㅇ 동법 위반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20년의 징역형

이나, 최소 1억루피아에서 최대 30억 루피아까지의 벌금형에 처

함.

2. 동법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t.

go.kr)에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내용 관련 문의사항

이 있을 경우 이승민 변호사님(사무실 : 525-5959, 527-2422. HP 

: 0816-191-1245)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납세자 출국세 인상

인도네시아 개정 세법에 따라 ‘09.1.1일 부터 납세자에 대한 

출국세가 100만 루피아 ⇒ 250만 루피아로, 항구를 통해 여

행을 하는 경우 50만 루피아에서 100만 루피아로 인상됨 인

상됩니다. 다만, 납세등록자는 출국세가 면제되며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공항 및 항구(출

국세 납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항공권, 납세자등록번호(NPWP) 사본, 체류허가증

(KITAS) 원본

- 등록번호 사본을 확인한 후 이민국 직원이 “출국세 면

세” 스티커를 항공권에 부착하여 줌

- NPWP가 없는 개인은 최소한 3일 전에 세무서에 NPWP 

등록 신청

ㅇ 등록납세자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

역하여 당관 영사확인을 받아 상기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확인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및 동 영문

번역. 수수료 : Rp.26,000.

<참고> 출국세 면제 대상

○ 당연 면제: 21세 미만 개인, 최근 12개월 사이 인도네시

아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외국인, 외교관, 성지순례자, 

해외취업 근로자 등

○ 구비서류제출시 면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연구원, 바

땀·빈딴·까리문 지역 외국인 노동자, 예술·문화·스포

츠·종교 사절단, 장애인 또는 복지단체가 비용을 지불하는 해

외치료목적 출국환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출국하는 학생

※ 출국세 문의 : 김동일 국세관 HP. 0811-175-2446

※ 가족관계증명서 영사확인 문의 :

박상훈 영사 HP.0812-983-0537

최인희 행정원 HP. 0812-827-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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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계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8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

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1:55 06:5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30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35 11:30 월,일

00:45 08:40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7:15 23:25 월~,금

20:05 02:15+1 토,일

2. 기간: 2008. 10. 26~

또한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

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습니다.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3번 : 영어 서비스 ( 24시간 서비스)
4번 : 중국어 서비스
5번 : 일본어 서비스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