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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7년 정해년 한해도

교민여러분의 열정적인 성원에 힘입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풍성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풍요,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무자년 새해에도

교민여러분의 가정과 근무지에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교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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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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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
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社로 송
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
독자는 신문 배부 시‘한인뉴스’를 동시
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
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
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
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
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
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
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
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
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

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

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

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

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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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자,발리,바땀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우송료 (1부/1년)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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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자,발리,바땀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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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교류의 실질을 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승  은  호

발행인.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2008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교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로

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이 여러분 각자에게 희망차고도 가슴 설레는 출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은 무자년(戊子年)으로서 쥐의 해입니다. 쥐가 열두 동물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민첩한 동물이기 때문에 십

이지(十二支)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놓인 것이라는 설화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쥐를 부지런

할 뿐 아니라 재앙이나 사고 등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영리한 동물이며, 또한 번식력이 왕성하여 다산과 풍요의 상

징으로 여겨 왔습니다. 

   영국 속담에 ‘막대기만큼 소망하면 바늘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대체로 그러하지요. 그러

나 적어도 금년은, 쥐의 근면성과 지혜를 본받아서, 새해 아침에 교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고스란히 성취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은 우리의 고국이 ‘참여정부’ 5년을 끝마치고, 새롭게 탄생한 정부와 함께 5년간의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이 

쓰기 시작한 출발의 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전 정부의 공과(功過) 중에서 좋은 점은 이어받고 고칠 점들은 개

혁하여서 내외의 모든 동포에게 보다 큰 희망과 활력을 심어주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

류와 협력관계도 기존에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이제는 더욱 실질적이고 실천적이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류.협력의 분야는 정치, 경제적인 외교의 틀을 넘어서서 

문화와 학술, 군사(방위산업) 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인적 물적 교류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민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교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못 한 듯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양국 

간의 교류가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實質)을 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서 우리 교민들의 매신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연구단체들이 분석한 2008년의 전망을 보면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이나 인도네

시아가 속한 아시아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그렇게 점쳐진다는 

것일 뿐, 제아무리 경기가 좋다한들 이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교민 개인이나 혹은 법인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부지런히 발로 뛰는 것만이 우리가 계획한 성취를 일궈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쥐의 해인 무자년에, 쥐의 타고난 영리함과 부지런함을 본받아서, 교민 모두가 각기 종사하는 현장에서 

알찬 성과와 보람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뜁시다. 그리하여 연말 ‘교민의 밤’ 행사 때에는 모

두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행운을 빕니다. 

2008년 새해 아침.

새 해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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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무자(戊子)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고국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 한해입니다. 우리의 국내외적 위상이 한 단계 도

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동포여러분, 작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한.인니간의 교류와 협력은 양국 역사상 가장 활발했던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니방문, 07.7월 유도요노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양국정상의 교환

방문이 1년 이내 이루어지고,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선언하면서 각 분야에서의 교류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작년 4월에는 한.인니 외교 사상 최대 규모인 190여명의 민관경제사절단이 이곳을 

방문, 제1회 한.인니 경제협력 공동회의(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산림포럼(6월, 서울),에

너지 포럼(7월, 서울), 유도요노 대통령(7월)및 3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인니 투자 유치단(8월)의 방

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만 해도 한.인니 민간투자설명회, 한국 상품 전시회, 한.인니 경제협력 T/F 실무단

회의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 사절단들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였습니다.

   한.ASEAN FTA가 작년 6월 발효되었고, 한.인니 범죄인 인도 협정(11월), 문화협정(11월)등도 발

효되었습니다. 제 2회 대사배 인니 전국 태권도 대회(9월)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인니의 태권

도와 양궁 국가대표팀의 한국 전지 훈련도 시행되어 12월 태국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안 게임(SEA 

Games)에서 인니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일조(一助) 하였습니다. 

새 해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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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작년 한해는 우리 동포사회도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에 적극 참여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월 자카르타 대 홍수 때는 동포사회의 단합과 온정으로 피해를 극복하면서 현지인들에게까지 아름

다운 구호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4월과 11월 두 차례의 인니 식목일 행사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 부인회 및 각종 동호회의 여러 활동이나 인니정부 주최 국제예술축제(Art Sum-

mit Indonesia)에 한국 현대무용단 공연 등 크고 작은 여러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의 화합을 과시했을 뿐

만 아니라, 동포사회의 활동영역을 현지인과 함께하는 것으로 더 한층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동포여러분, 인니 정부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여러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그동안 성장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6%대의 성장률을 시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2009년 대선을 위해 선거정국으로 점차 진입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노동법 개정문

제를 포함하여 불투명한 투자환경은  우리 한인들의 경제활동에서 계속 중지를 모아야 할 사안들입니

다. 인니의 관세 및 조세당국의 부정부패 감소 노력에 한인기업들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니 정세전망을 바탕으로 저희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첫째, 한.인니 경제 협력체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되어 성과를 시현할 수 있도록 고삐

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둘째, 한인 커뮤니티는 이미 인니 최대의 외국인 사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동포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여, 근면과 성실로 대명사화된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가 인니사회에 더욱 뿌리박도록 노력해나가겠

습니다. 또한 재 인니 한인기업들이 한.인니 양국간 경제교류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

습니다.

   동포여러분, 이와같은 대사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밝고 좋은 소식만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해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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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교민들의 마음은 멀리 고국

을 향하고 진한 향수에 잠기곤 한다. 세계가 지구촌이라

고 불리듯 가까워졌지만 우리 교민들은 항상 고국에 두

고 온 가족과 친지들 생각에 조금은 외롭고 허전함을 느

끼게 된다.

   지난 12월 18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한인

회는 본국에서 S-Tarang 공연단(단장 김현수)을 초청, 

교민들에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고국

의 전통문화를 전해 힘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전통문

화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통문화의 밤에 대한 교

민들의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았다. 12월 초 

판매를 시작한 입장권이 며칠 만에 매진되는 등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기 위

한 교민들의 열정은 남달랐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오프닝 멘트에 이어 무대에 

오르기 시작한 S-Tarang 공연단은 1부 한국전통의 소

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살풀이, 사물놀이, 부채춤, 판소

리, 태평무, 훈령무 등 한국 고유의 전통의 멋을 열정으로 

뿜어냈다. 공연단의 열정적인 공연에 교민들은 막간마다 

힘찬 박수로 화답하는 등 어느새 하나의 호흡으로 공연

을 즐기기 시작했다.

   1부 공연이 끝나고 이어진 ‘한국의 음악, 미래로 세계

전통과 자부심 선사한

혼신의 북소리
- 재인니한인회 <전통문화의 밤>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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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는 주제의 2부 공연이 이어졌고 좀 전과는 색다

른 공연의 맛에 교민들의 흥은 한껏 달아 올랐다. 여명, 

방황, Prince of 제주, 리듬모리, 환희 등 각 주제에서 엿

볼 수 있듯 전통 한국의 음악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취향

을 가미해 자아낸 공연은 성공적인 한국음악의 현대적 

감성으로 전해졌다. 

   특히, 혼신의 힘을 다해 터트리는 리듬모리의 북소리는 

모든 불안한 것과 미심쩍은 것들을 장쾌하게 날려버리는 

듯 했지만 그 안에 힘과 절제와 질서의 조화를 이룬 아름

다운 놀이로 재탄생 했다.

   거의 두 시간이 가까이 공연이 계속되었지만 관객의 

마음은 무대 위의 공연단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공연

이 끝나고 교민 대부분의 얼굴에서는 마치 오랜 세월 찾

아 헤맨 귀중한 보배를 발견한 것 같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해 보였다.

   승은호 회장은 공연이 끝나고 교민들에게 전통과 문화 

그리고 기쁨과 자부심이라는큰 선물을 안겨준 S-Tarang 

공연단에게 답례의 선물을 전달했고 S-Tarang도 교민

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한인회는 2007년을 마무리 했던 이 자리가 교민 여러

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분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

라며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우리 교민들과 함께 기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련 본 행사는 코린도그룹과 한인뉴스가 후원했다.

S-Tarang 입니다.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는 무엇인가? 

소중하다면 한국적 이란 건 무엇인가? 이런 의문

은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

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건 드

물어도 세계가 좁아지고 가까워질수록 전통의 보

존은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타랑은 쇠나 금속이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쳐 울

리는 타드랑의 준말로써 옛 것을 다듬어 새로운 

현 세대에 맞추어 음악을 재구성 하자는 뜻을 담

고 있습니다.

 타랑은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만

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순수 우리문화를 지켜나간

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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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호 회장, 전세계 이름으로 감사폐 수여 

   지난 2007년 12월 7일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한인연

합회장 모임 및 태국한인회 송년의 밤에 승은호 한인회

장(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 및 아시아한인회장 총연합회 

회장)초대 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아시아한인연합회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몽고에서 

파키스탄까지 아시아 20개국의 교민들의 화합과 권익보

호를 위해 결성된 연합회로서, 금번 대회에는 13개국 아

시아한인회장들이 모여 아시아지역 교민들의 화합과 권

익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12월 8일 방콕 엠

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태국 한인회 송년의 밤은  태국

교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상외의 참여로 성황리에 행

사가 치러졌다.

  이날 재외동포재단 이홍구 이사장을 대신하여 이종

미 기획이사가 참석하였고,  승은호 회장과 함께 아시아 

12개국 한인회장이 함께 참석하는 등 태국 한인회 송년

의 밤을 더욱 뜻 깊게 했다. 축사를 한 승은호 회장님은 

2007년 태국 한인회 송년의 밤에서 만들어낸 태국교민

의 화합의 장이 아시아뿐만아니라 세계의 교민세계에게 

메아리치는 뜻 깊은 대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승은호 회장은 아시아한인회장연합회장 겸 세계

한인회장대회 의장으로서 아시아 및 세계 교민사회의 권

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태국한인회로부터 전 세계 교민

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태국교민의 화합의 

메아리가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도 전달되어 인도네시

아 한인사회도 튼튼한 뿌리가 더욱 더 많은 가지와 잎을 

내었으면 한다.

박헌식 부회장,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재인니한인회 박헌식 부회장은 지난 12월 3일 

한국대사관에서 한인회 임원및 대사관 임직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이선진 대사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박헌식 부회장은 평소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한 열성적인 활동을 펼친 공로로 이 표

창장을 받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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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단, 한인사회 발전 위한 좌담회 개최
- 개방적인 한인회 이미지 구축 방안 모색

- 교민들의 문화공간 마련 구체적 방안 강구

   한인회 부회장단이 2008년 한인사회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새해 셋째날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한인회 

부회장단(수석부회장 김재유)은 신년맞이 모임을 통해 한인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 역점

을 두어 실행되어야 하는 한인회 활동과 사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매우 높은 출석률을 보인 이

날 모임은 ‘지금과 동일한 활동으로 한인회가 지속된다면 한인회에 몸담고 있는 부회장단들의 몸은 편하

겠지만 교민들이 바라는 한인회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사항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냈다.

   부회장단은 외부에서 보는 한인회의 시각이 폐쇄적

이라는 교민들의 시각에 많은 부분 동의하였다. 부회장

단은 이러한 시각들이 한인회 활동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서 연유되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시각들을 해소하기 위한 넓은 

문호개방,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민들의 문화,휴

식 공간 마련, 한인회 정기 발행 월간지인 한인뉴스나 

타 교민지를 통해 한인회의 활동사항을 지속적이고 적

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교민들의 문화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안들을 도출하였다. 부회장단은 인니 최

대의 외국인 사회로 발전한 한인사회의 문화적 열망이 높다고 판단하고 현재 한인회 강당을 보다 효율적

이고 편안하게 리모델링 해 교민 모두의 쉼터이며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부회장단 모임을 끝낸 직후 곧바로 한인회 강당 현장 답사 시간을 가졌다. 부회장단은 적절한 시일 

내에 재모임을 통하여 교민문화,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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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말이면 재인니한인회는 PT. Dongsung 

Indonesia는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 준비한 먹거리

들과 인형, 생활비 보조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덕담

을 나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월 29일 땅

그랑에 위치한 현지 고아원인 ‘Panti Asuhan Bayi dan 

Anak “Samuel(이하 사무엘 고아원)”을 방문하고 고아

원 아이들과 점심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

간을 갖았다.

  올 한해동안 고아원은 3명의 식구를 더 맞이하였다. 

1999년 설립된 고아원은 현재 4달된 아기부터 14세가 

된 아이까지 총 33명의 아이들의 생활터이다. 

  옞처럼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로 많은 식구를 꾸려가

고 있는 고아원 원장인 Yuni Winata씨는 항상 고아원 운

영을 위한 재정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 원장을 포

함 총 4명으로 많은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사

무엘 고아원은 현재 여전히 어떤 종교단체나 인니 정부

로 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엔 

지난해에 비해 좀 더 도움의 손길이 늘었다고 한다. 한인

회가 방문하기 바로 전날 모 한인 종교단체에서 고아원

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부모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가끔 들러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됩니다. 또한 약간의 생필

품 정도만 더 풍족하다면 이곳 아이들의 마음속에 따뜻

한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지 않을까요?” 라고 전한 원장 

Yuni Winata씨의 말처럼 그들은 주변의 애정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한인회는 2004년 부터 매년 Samuel고아원을 방문하여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Panti Asuhan Bayi dan Anak “Samuel

 Jl.Kelapa Gading Barat AG15/17 Gading Serpong-
Tangerang

연락처: (021) 924 3099, 0817-123458 (Yuni Winata)

재인니한인회 현지 고아원 방문
올해, 고아 3명 더 늘어

주변 관심과 애정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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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한인회, 송년골프대회 개최

지난 12월 18일 River Side Golf C.C.에서 김경곤 봉제협의회장, 조규철,신기엽 한인회부회장 대사관의 박화

진 영사등 1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보고르 한인회 송년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골프대회에도 보고르 한인회 임직원과 많은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석하여 서로 단결하고 노력하는 

좋은 상호 친목의 장을 연출하였다. 김기필 보고르 한인회장은 성공적인 송년 골프대회를 위해 찬조해 주신 

모든 내빈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보고르 한인회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아줄것을 

요청하였다. 해마다 12월에 열리는 송년 골프대회는 보고르 한인사회의 친목도모와 우의를 다지며 상호 업

무협조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대한항공,  2007년 골프대회 개최

대한항공 자카르타지점 (지점장 김창모) 은 지난 

12월 19일 Rancamaya Golf and Country Club 에서 

2007년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행사에는 승은호 한인회장

을 비롯한 한인회 주요인사, 한인 기업인 및 인도네시

아 현지인 주요인사 등이 다수 참석해 긴밀한 협

력과 친선의 장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창모 지점장은 2007년 한해동안 

대한항공을 성원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한편, 내년에는 교민 여러분의 고국방문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성수기에는 주 10회로 증편 운항 

계획임을 밝히고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

진항공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매년 연말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현지 한

인사회 주요인사, 주요 고객 및 현지 비지니스파트너

를 초청, 사은에 보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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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인니진출 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 

  -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서 우리 투자기업을 위한 세미나 성황리 개최 -

12월7일 자카르타 세미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

는 우리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2월4일

과 7일 이틀에 걸쳐 수라바야와 자카르타에서 각각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12월4일 수라바야 샹그릴라 호텔에

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수라바야지역의 우리기업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권 자카르타무역관장이 인

도네시아 경제현황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이

승민 변호사가 올해 개정된 투자법과 주식회사법에 대하

여 강연을 하였다.  12월7일 자카르타 그랜멜리아 호텔

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약 70명의 기업이 참석한 가

운데 이지한스의 한태기 사장이 조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에 대한 강연 시간을 가졌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

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이다. 특히 이번행사에서, 그동안 자카르타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정보습득에 소외되었던 수라바야 지역 한

인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해줄 

것을 희망하여 왔다.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자카

르타무역관에서는 자카르타 지역을 중심으로 벌여

왔던 사업범위를, 수라바야를 비롯하여 스마랑 등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여러 지역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이번행사를 주관한 KOTRA 김병권 자카르타 무

역관장은 “KOTRA는 지난 5월 자카르타에 한국투

자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현지

에서 우리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

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경영지원 세미나도 이

러한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전하고, “내년에도 인도네시

아의 정책 및 법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현지 전문가들

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우리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

의 정책을 소개하여 우리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인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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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진수 신임 부회장 선임

2008년 1월 1일 승은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이진수  PT. Sung 

Bo Jaya 대표이사인 이진수 사장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임부회장

으로 선임했다. 이로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단은 회장 1인, 수석부회

장 1인, 부회장 7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진수 신임부회장은 부회장과 지난해 발기인 모임을 갖고 재로이 창

설된 한인회 청년분과위원회를 이끌어 한인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수고하게 됐다.

무궁화 유통, 한국 특산품전 개최

무궁화 유통은 지난 12월 1일 무궁화 유통과 자매결혼을 맺은 부여군청 ,디아몬드그룹과 협력하여 부

여군 특산품 및 문화 행사를 디아몬드 백화점 2곳 및 무궁화 유통 본점,지점 4곳에서 개최하였다. 무궁

화 유통은 매년 3∼4회 행사를 개최 하였지만 금년에는 좀더 규모가 크고 다양한 상품과 문화를 이곳 

현지인들에게 알리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무궁화 유통은 이번 행사에 특별히 한국에서 직접 갈설이 엿장수팀 4명을 을 섭외하여 공연을 하여 이

곳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상품과 문화를 보여 줌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

치 시식 , 직접 김치 담그기 시범 , 한국라면 ,김 , 스넥류 , 라면류 시식 ,각종 한국상품 판매 등을 저렴

한 가격에 판매하여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음식을 맛 볼수있게 준비하였다.

또한 무궁화 유통은 8일 충주시청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충주사과 특판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과뿐만아니라 사과로 만든 비타민, 졜리, 국수등을 홍보 함으로써 인니인들의 호

응을 이끌어 냈다. 

무궁화 유통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다양한 한국상품 행사를 준비하여 교민들뿐 아니라 인니인들에게 

한국상품과 문화를 알려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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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디온 달란트 공예학교의

섬유예술 작품전시회

근 20년 동안 파이디온 달란트 공예학교에서 불우청소년들과 농아 장애인들에게 자립교육을 시켜

온 석진용 김금사선교사 부부는 지난 12월 6일 HIPENCA(세계장애인의 날)에 대통령궁에서 초청

받아 전시회를 하여 한국동포들의 긍지를 드높였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아니 영부인 및 각료들과 각국 대사 등 내빈들이 참석한 기념식과 

2부로 장애인들의 컴퓨터그래픽 실황과 유화, 섬유예술 작품들을 내빈들과 관람한 대통령과 영부

인은 한국교사의 지도로 이룬 농아 장애인들의 놀라운 작품에 “오! 달렌타학교 베리 굿”  “땡큐 코

리아! 뜨리마카시”와 연거푸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감격했다. 자리한 아부리

잘 장관과 알대사는 세 작품을 바로 구매하는 성의를 보였다.

아니 영부인은 전시된 섬유예술 작품들과 실연하는 작품들을 일일이 직접 만져보며 “너무 아름답

다”를 연발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며 재전시를 제시 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께서는 준

비된 흰 캔버스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하여 박수를 받았다.

석 선교사는 “500여년 전부터 유럽의 황실에서 전수되어오던 십자수가 컴퓨터로 원작의 세밀한 원

색을 100% 발췌되며 수 백 종의 색실로 원본과 같은 색상이 그대로 재현되어 섬유예술 분야로 개

발되었고, 음악 지휘자나 영화 제작감독처럼 그림악보 코드를 만들어서 지휘 감독하여 차분한 인

도네시아 여성들과 농아인들 적성에 잘 맞고 잘 연주하여 좋은 작품들이 되었다” 설명했다.  

유공자, 내빈들과 장애단체 대표 등 300명의 제한된 초대장 발급으로 관람

하지 못한 한인 동포들을 위하여 12월 13일-15일까지 한국대사관 옆 코

리아 쎈타의 한인회 강당에서 전시되어 자세히 볼 수가 있었고 직접 설명

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석 원장은 “현대는 IT산업과 디자인, 문화산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본다.”며, “섬유수출 강국인 한국이 천은 잘 만들지만 색실 등 고급제품은 

아직도 못 만든다. 섬유예술과 디자인이 첨가된 고급 작품들을 개발하여

서 미래를 선점해야만 되겠기에 시도했다.”고 말한다.

(자료문의 ; 전시작품 DVD를 원하시는 분은 0818-706 403,  0888-111 7011)

한인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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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API, 학교 신축하여 현지학교에 증정

   Pt. API(샌드위치 생산업체) 와 Pt. MKU(종합 건설

업)의 대표이사인 최 병 우씨는 2006년 1월,3월 11월

에 교실의 칸막이 그네, 철봉 농구 대, 칠판 그리고 각

종 농구, 배구,축구공 등을 기증한 데 이어 2007년 

12월 8일에는 한 교실에서 2개의 학년이 배운다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움에 자사 제품인 샌드위치 판넬

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교장실, 컴퓨터실, 도서실 그

리고 교실을 지어 한인학교 이사장 및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Karawang 지역의 군수를 비롯

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어 증정식을 거행하였다. 

   아울러 점진적인 학교 발전을 위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성적

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할 시에는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소정 금액의 입학금을 보조키로 하였다. 

   현지 학교 준공을 위해 여러 한국업체의 도움이 컸다. Pt. Timur Satria Purnama는 건설 자재를, Pt. 

Kones Taeya Industry는 농구 공 , 배구 공, 그리고 축구공 등을,  Pt. DaeGyo Indonesia는 현지 교사에 대

한 선진 교육 기법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현지 학생들을 위한 교재 및 필기구를 공급했다.

   특히 전호신 JIKS 교장은 현지 교사들의 JIKS 방문 허락과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주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병우 씨는 장학 재단 설립 및 재단에 필요한 도서 및 비품 구입하라며 소정의 금액

을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했으며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위한 배움을 장터를 마련해 주기 위

해 더욱 더 많은 교민들의 도음의 손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연락처  0811-956-227 )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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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KOICA 연수생 동창회 친교행사 개최

지를 개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수생초청사업은 KOICA의 인력협력사업 중 하나로 지

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 공무원 등 약 

2,000여명이 KOICA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실시되는 연수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개혁분야 공무

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100명

의 개혁분야 공무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2월 18일 크라운 플라자 호텔

에서 ‘인도네시아KOICA 연수생 동창회(Ikatan Alumni KOICA 

Indonesia)’ 친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인니 한국대사관 정용칠 공사, 이종선 KOICA 

사무소장 등 한국측 주요인사와 수랏 연수생 동창회장, 수프

라토 국가사무처 기술협력국장 등 30여개 정부부처를 포함한 

51개 정부기관 소속 KOICA 연수과정 참가자 1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실시되었으며, 제1부에는 

정용칠 공사 격려사, 동창회장 환영사, JIKS 학생들의 사물놀

이 공연 및 인도네시아인들로 구성된 반둥 한사모 회원들의 

부채춤 공연 등이 이루어졌으며, 제2부에는 연수생동창회 홈

페이지 개통을 포함한 2007년도 활동소개 및 2008년도 활동

계획 발표 등이 실시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용칠 공사는 격려사를 통해 최근 양

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의 협력

관계에 있어 인니 정부 각 부처의 요직에서 활동중인 KOICA 

연수생 동창회 회원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 확

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종선 소장은 

인도네시아는 KOICA의 59개 협력대상국 중 최우선 중점 협

력대상국임을 언급하면서, 연수생동창회가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임을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연수생 동창회(Ikatan Alumi KOICA Indonesia: 

IAKI)는 2002년에 한-인니간 유대협력 증진을 위해 발족되

어, 그간 불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 및 지역사회 

도서보급 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금

년에는 연수생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홈페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

회.경제발전을 위하여 연수생초청, 프로젝트, 개발조사, 봉사

단파견, 전문가파견, 재난복구 등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를 전담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4년 쓰나미 발생 이후 아

체지역 재건복구를 위한 학교 및 병원건립, 망그로브숲 복원

사업, 2005년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발생시 긴급 의료팀 파견 

등을 포함한 200만불 규모의 긴급구호 등 재난복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 건립, ICT 교육센

터 건립, 산림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 등 프로젝트형 

사업 및 연간 200여명 규모의 연수생초청, 100여명 규모의 해

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인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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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민관 경제협력
실무대표단 회의개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5월초 한.인니 경제 협

력 TF 회의에서 기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진전사항 

확인 및 촉진 등을 위한 민관경제 실무대표단 회의가 

12.17~18일(2일)간 리츠칼튼 호텔(Ballroom1)에서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김정관 산업자원부 에너지개발 본부장

(단장)을 비롯 산림청.방위청.외교부 등 관련부처 국

장과 기업인 등 80여명이, 인니측에서는 경제조정부

의 Mahendra 경제협력담당 부장관(단장)을 비롯 국방

부,에너지 광물부의 담당총국장 및기업인 80여명이 참

석했다.

 17일 부디오노 경제조정장관이 축사에 이어 양측은 

10:00~17:00까지 정책, 무역, 투자, 에너지, 인프라, 

IT, 산림, 방산, R&D등 8개 분과별 회의를 통해 지난 

5월초에 합의한 각종 프로젝트 등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 

   12시 오찬 때 한국 측에서 전자정부, 전력산업, 재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하고 곧이어 공동 

기자회견 (Mutiara 12)을 갖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

했다. 12.18(화)에는 조찬 미팅을 통해 중부칼리만탄 

주지사가 동(同)주의 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여건 등을 

설명하고, 뒤이어 기업과의 개별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06.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

된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

다. 한국은 후속조치일환으로 금년 3월 김영주 산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한-인니 경협 TF를 설치했으며, 

지난 4.30-5.2일간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단장으로 한 190여명의 경제사절단

을 파견, 한․인니 민관 경협 TF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금번회의는 양국간 경협 사업의 진전상황을 점검해

서 부진한 사업의 진전을 유도하는 등 양국간 경협 모

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아울러 내년 상반기중 추진중인 

제 2차 회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인재 손인식씨
에세이집과 서화평론집 출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인식 작가가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인재 손인식의 지금 

여기』전에 즈음에 책 두 권을 발간했다. 

두 권의 책 중 한 권은 자카르타에서 활동하

는 4년 반 동안 제작한 350여 작품 중 42점

과 158편의 산문 중 43편을 골라 엮은 에세

이 집 <지금여기>이고, 또 한 권은 국내 유명 

서예 문인화가와 한국 서단의 이슈가 된 행사

와 사건들을 다룬 서화 평론집 <정상에 오르

는 길>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연 작가의 작품전시회

와 두권의 책 출간은 KBS의 930뉴스, SBS의 

문화광장, 연합뉴스 소개와 서화관계 미디어

에 크게 소개되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절구

통 러숭을 사용한 프레임의 작품화는 전시회

를 감상한 작가들과 일반인 모두에게 큰 반향

을 일으켰다.

자카르타



JIKS 소식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세상에서 제일 큰 과일, ‘낭까’

   나무 줄기에 왜 큰 마대 자루를 주렁주렁 매달아 두었나 궁금했습니다.

   매달린 큰 자루는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끈으로 묶어 두거나 지지 목을 받혀 두기도 하였습니다.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으면 그 정체가 과일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뿐 아니

라 세계에서 제일 큰 과일로 알려진 ‘낭까’라는 과일 입니다. 큰 쌀 포대를 연상케 하는 크기와 신기하게 매달린 

모습을 보면서 열대 지방에는 이런 과일도 있구나 하며 감탄하게 됩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서든 그 크고 아무렇

게나 빚어놓은 듯한 신기한 모양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하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듀리안이라

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과일가게에서는 이미 껍질을 벗겨내고 그 과육만 담

아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그 크기와 모습을 보는 경우는 뿐짝을 오르내릴 때나 재래시장을 지나칠 때인데, 

이도 그냥 두리안 이겠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짜 그 본래의 실체를 보이는 경우는 호기심이 발동한 사람들만

이 아닐까 살짝 생각해 봅니다.  또한 노랗고 예쁜 속살은 마치 무슨 닭고기 살을 찢어 내려가는 듯한 모양을 하

고 있어서 왠지 고기를 씹는 듯 쫄깃한 맛과 향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게 하는 과일입니다.

   낭까의 학명은 Artocarpus heterophyuus Lam.이라 하며, 식물학적인 계층구조를 살펴 보면 종자식물문

(Spermatophyta), 피자식물아문(Angiospermae), 쌍자엽식물강(Dicotyled oneae), 쐐기풀목(Urticales), 뽕나무

과(Moraceae)입니다. 동일한 뽕나무과에 속하는 한약재로는 해소, 천식, 진해, 이뇨의 효과가 있으며 혈당을 내

려준다고 하여 당뇨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상백피, 청간명목에 유용한 상엽, 풍습을 제거하고 관절에 효과가 

있는 상지, 활장통변에 유용하여 변비 환자에게 많이 쓰이는 화마인등이 있습니다. 기원지는 인도로 알려져 있

으며, 이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로 전해지

게 되었습니다.

   낭까는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nangka(Jawa), anane(Ambon), lumasa(Lampung)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jaka, 중국에서는 波羅蜜(Bōluómì), 일본에서는 パラミツ(Paramitsu) 한국에서는 바라

밀(Baramil)이라고 불립니다. 낭까는 나무가 한 번 자라고 나면 수십 년을 장수 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큰 

나무는 25m에 이르며, 과일이 열리면 그 길이는 30~90cm, 지름은 25~50cm, 무게는 보통 15~20kg, 큰 것은 

40~5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는 이런 크기의 낭까를 한 해에 60개 정도를 수확할 수 있다 하니 참 

대단한 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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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까는 겉 표면에 작은 원뿔 모양의 돌기

가 빼곡히 나 있고 점차 커지면서 제멋대로 울

퉁불퉁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달린 낭까 나무를 멀리서 보면 마치 동물

들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고 합니다. 낭까가 아직 덜 익은 것은 녹색빛이 

나고, 다 익은 것은 갈색의 빛이 돕니다. 다 익

은 열매는 겉으로 썩은 양파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나 열매의 속은 바나나와 비슷한 향이 납

니다. 과육은 옅은 노란색이며 과육에 비해서 

씨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과육은 결이 있어서 

마치 고기를 찢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씨를 둘

러싸는 과육은 파인애플의 그 맛처럼 달고 약간 신 맛이 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과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질은 온(溫) 무독(無毒)하고 그 맛은 감(甘), 산(酸)하며, 귀경(歸

經)은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이 되

니, 양혈(養血), 장혈(藏血), 보비(補脾), 양위(養胃)하는 효능이 나타납니다. 간혈을 보충하여 인체내의 정미로운 

물질을 저장하는데 우수한 역할을 하며, 또한 비위의 기가 허약하여 소화흡수가 원할하지 않은 증상을 개선해주

니 기혈이 충만하지 못한 증상을 돕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온성으로 인해 경락의 순환을 도와

주는 관계로 온경락(溫經絡) 회양(回陽)의 효과도 함께 가진다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덜 익은 낭까는 주로 요리를 해서 반찬으로 먹는 경우가 많으며, 잘 익은 것은 그 과육

을 먹으며 간식으로 즐긴다 합니다. 아직 덜 익은 낭까는 풍부한 미네랄과 칼슘(45mg), 인(29mg)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린아이 및 노인들에게도 좋으며, 요리에 응용하여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낭까는 비타민

A(330SI)가 풍부하다 하여 눈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칼륨(303mg) 또한 풍부하여 고혈압 환자에게 

많이 권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낭까의 씨는 비타민 B1, B2가 풍부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삶거나 볶아서 먹기도 합니다. 또한 낭까의 잎과 뿌리

는 민간에서 위궤양과 열병 및 설사병에 좋은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낭까의 점액성 

수액은 모기 및 파리를 잡는 포충제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낭까의 나무는 그 재질이 내구성이 높아 

가구, 악기, 건축 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특히 기타와 비슷한 두 줄짜리의 현악기인 kutiyapi를 만

드는데 이 낭까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낭까 나무는 그 모든 부분이 인간의 삶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

니 가히 봉사의 나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낭까는 대체로 껍질을 벗긴 채 과육을 파는 경우가 흔하니, 과육을 고를 때는 노란빛이 밝게 도는 것이 싱싱하

고 맛이 좋습니다. 낭까는 과일 자체를 즐겨 먹기도 하지만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며, 말려서 가루를 내거나 시

럽을 만들어 음식물에 첨가해서 먹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과자나 통조림으로 해서 나와 있는 제품도 있으니 한 번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kang4333@chol.com/021-7278-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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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파우지 보오
자카르타 주지사

지난해  8월8일 실시된 자카르타 특별주지사 선거에서 선거 직전까지 자

카르타 부지사를 지낸 파우지 보오(Fauzi Bowo) 후보가 부지사 러닝메이

트인 프리잔토(Prijanto)와 함께 자카르타 정도(定都) 480년 역사상 처음

으로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10월 7일 정식 취임했다.

‘자카르타를 정비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한 아당 후보는 특히 저

소득층과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우지 

보오 주지사는 2012년까지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모두를 위한 자

카르타(Jakarta for All)’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약 1200만 명의 거대 자카르

타 특별 주를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도시빈곤 문제, 교통문제 등 새 주지

사가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인뉴스는 파우지 보오 주지사의 당선을 축하하고 자카르타 시민과 한인

사회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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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카르

타 주지사가 되시고 난 후 업무에서 받은 인상과 앞으로 주

지사로 계시는 동안 중점적으로 실행할 활동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우선적으

로 생각이 드는 것은 먼

저 우리 모든 자카르타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

고 번영된 자카르타 시

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리고 이를 이룩하기 위

해 바른 정부로서 시민

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싶고 시민들

이 제일 우선이라는 데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

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카르타 주정부가 자카르타 번영

과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 진척시키는 단계에서 일

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

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기 5년 동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우선 교통체

증 해소를 위한 버스웨이 8호, 9호, 10호선 건설, 우기 시 

빈번하는 홍수 해결책 마련, APBD의 투명한 기획과 실

행, 정보네트워크 구축, 시민경제활성화, 낙후된 마을 개

선, 마약단속, 천재지변에 대한 예방책 강구, 불법시위 단

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현재 자카르타 최대의 외국인 커뮤

니티입니다. 한인사회에 대한 인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카르타 한인사회는 그 수만 최대인 것이 아니

라 업무에 있어서는 근면성과 열정뿐만 아니라 포기를 

모르는 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원

칙을 가지고 근무를 하며 인도네시아 근로자들과의 친밀

감과 협력이 상당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카르타 시민들과의 협력관계가 굳건히 지속되

기를 바라며 특히 산업, 건설, 문화 부분 등에서 관계가 

계속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자카르타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보십ㄴ

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인사회의 영향력은 

경제영역과 기술, 자동차, 건설, 전자영역으로서 한인사

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카르타 경

제의 가속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22일은 자카르타 정도 기념일 입니다. 자카르타는 

이날을 기념하여 성대한 축제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도 기념일을 기해 한인사회가 자카르타 

시민들과 더욱 더 가깝고 친밀감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

하려고 합니다. 한인사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정도 

기념일을 축하해 주시고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시길 바

랍니다.

그럼 이 외에 자카르타 한인사회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바라

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자카르타 주지사로서 한인사회가 자카르타

의 번영과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영역에서 

공헌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좋은 협력관계를 이뤄주신 것만큼 경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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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의 영역에서 시민 사회의 번영을 위해 더 나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카르타의 교통환경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자카르

타 주 정부는 버스웨이 건설 외에 2009년 지하철 건설 예정

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 자카르

타 교통환경에 대해 예측해 주시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한

인사회와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들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현재의 자카르타 교통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카르타의 자

동차 수는 약 550만대가 되며 그 중 98%인 540만대가 

개인용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단지 2%인 약 8만5천대 

만이 대중교통 자동차 입니다.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9.5%의 자동차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98%에 이르는 개인용 자동차가 자

카르타 하루 전체 자동차 이용자 수인 약 1천7백만 명의 

44%만을 위해 이용되고 있고 2%의 대중교통 자동차가 

전체의 56%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정체로서 발생하는 손해액(시간,연료,건강)은 매

년 약 12조8천억 루피아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 도로확장은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전체 도로길이는 7650km 이지만 매

년 증가되고 있는 반면 도로 확장 비율은 약 0.01%로써 

전혀 도로가 건설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자카르

타 외곽도시에서 유입되는 매일 평균 65만대의 자동차

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노점상과 노점상인, 교통경찰 행위를 하는 

시민들,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오젝 등 원칙이 무시되는 

행위도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도로 외곽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굴착행위, 홍수 등의 천재지변도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통환경 해소와 개인 자가용 이용자들

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버스웨

이 건설 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건설과 이용 촉진

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행 기간 중 한시적

으로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더 나은 미래의 교통

환경과 더 많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잠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되어 이미 운행되고 있는 버스웨이는 

총 7호선이며 329대의 버스가 97.35km의 거리를 매일 

21만 명씩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한인들의 이야

기를 담아내고 있는 한인회 정기 발행 간행물입니다. 한인뉴

스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한인뉴스가 자카르타 시에 관한 객관적이고 통찰

력 있는 글을 많이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인뉴

스가 자카르타의 사업경제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와 자카르타 시민들간의 우정을 돈

독히 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인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자카르타 주정부는 한인들의 원활하고 수월한 

투자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

민들과의 우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

도 자카르타에 투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

니다. 

인터뷰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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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바 최대의 분화구가 있는

뒤집혀진 배 모양의 산
   - Gunung Tangkuban Parahu 

JIKS 사회과 교사 사공경

그리움의 도시 반둥. 포용의 도시 반둥.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반둥은 참 복 받은 도시다. 시내 자체는 대도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어

서 교육, 문화의 도시라는 자랑스러운이름으로 불리며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또한 주변의 경

관은 온통 자연이 빚어낸 신비들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은 반둥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임에 틀림

없다. 특히 화산은 많은 천연 온천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박물관, 조각 공원, 깜붕다운, 지학 박물관, 사웅 앙끄룽 우조.... 반둥의 장소들은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그리운 곳은  Gunung 

Tangkuban Parahu이다. 자카르타에서 3시간 거리에 있으며 반둥 교외 북쪽에 있는 전설의 활화산이

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플렌테이션으로 경작된 고무밭과 차밭을 지나면 그 유명한 Gunung Tang-

kuban Parahu가 나온다. 주변에 온천이 있어 오가는 사람이 많은데 산쪽으로 길을 바꾸어 오르면 한쪽

으로 기울어진 키 큰 고무나무 밭의 청량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또 화산 일대에 광활한 맑고 

찬 기운의 차밭이 펼쳐지고, 머리에 창이 큰 산 모양의 모자를 쓴 자바의 여인이 찻잎을 따고 있다. 모오

든 것을 포용할 것 같은 풍경이다. 그래서 반둥하면 사람들은 Gunung Tangkuban Parahu를 연상한다. 

또한 이 산에 얽힌 전설은 우리들을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신비감에 젖어들게 한다.  

해발 2,096m에 위치한 장엄한 세월이 만들어낸 Gunung Tangkuban Parahu
   십이만 오천년(125,000)전에 상당히 큰 화산폭발이 있었는데, 그 위력은 60x30 km2 의 호수를 만

들 정도였고, 6000년 전부터 땅이 굳기 시작하였다. 이 호수는 해발 750m 에 위치하였고, 그 주변에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있어서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이 서식하고 있다.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만년전부터 원시인들이 아시아대륙에서 Citarum 강과 Cimanuk 강을 통해 이 지역으로 들어

와서 살기 시작했다. 

   반둥지역의 높이는 이미 그 활동을 멈춘 사화산들에 때문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점점 고원지대로

서 해발이 높아지게 되자, 이 현상은 원시 호수의 저수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거의 말라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원시 호수에 물은 말라 사라지고, 그곳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

다. 이 땅에서 경작을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다. 반둥 지학 박물관에는 반둥호의 진흙에서 발견

된 어류와 뱀의 화석을 많이 볼 수 있다.

인니문화탐방



   1800년전쯤의 Plistosen (신생대 제 4기에 해당)시

대에 성장한 화산들 중에는 해발 4000m 로 추정되는 

Sunda 산도 있었다. 이 화산은 끝끝내 무너지게 되었고 

커다란 Sunda 칼데라라고 부르는 분화구만 남았는데, 

폭발로 인해 밖으로 뿜어져 나온 물질들의 대부분은 흰

색을 띄고 있었고, 그 주변 지역을 덮었다. Djuanda 공

원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이 화산지대는 현재까지 그 활

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Tangku-

ban Parahu 산이라고 한다. 땅구반 빠라우산은 고대 순

다 화산군(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폭발 유

형은 원추형 혹은 층층을 이루는 형태이다. 3,000년 전

의 폭발로 인해 Sunda(순다)산, Tangkuban Parahu산, 

Burangrang (부랑랑)산이 생성되게 되었다. 순다 분화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고, 그 위

치는 나머지 두 산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의 폭

발 위치를 되짚어 보면, 3,000년 전 남쪽 지역 계곡 부

근, 북쪽 지역 정상 부근, 순다산의 칼데라 흔적이 남아 

있던 동쪽 지역에서 땅구안 빠라우산의 화산 활동이 일

어났었다. 화산 경치는 정상에서 약 1,100m 정도 펼쳐

져 있고, 동에서 서로도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반

둥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화산(volcano)은 ‘불의 신’이라는 이름에서 유래 되었

듯이 화산 폭발은 영향력이 아주 크다. 그 예로 지중해의 

테라섬에 있는 산토린 화산은 B.C.16세기에 30∼50M 

두께의 화산재가 주위를 덮어서 당시에 고대 문명국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화산재는 1/16~2mm 정도로 작고, 

매우 부드럽다. 그래서 분화구에서 바람을 타고, 수십

~수백km 떨어진 곳까지 쉽게 이동한다. 

폭발 기록
Tangkuban Perahu 산은 겉으로는 아주 평화로워 보인

다. 그러나 폭발 기록을 보면 이 산의 어떤 계곡(북쪽 측

면)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폭

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829: 4월 4~7일, 화산재가 계속해서 나옴,
        Ratu 분화구와 Domas 분화구 중앙에서 폭발발생

1846: Ratu 분화구안에서 폭발

1862: Ratu 분화구와 Upas 분화구 내부 활동 활발

1887: Ratu 분화구와 Upas 분화구 내부 활동 활발

1888: Ratu 분화구와 Upas 분화구 내부 활동 활발

1910: Ratu 분화구 내부에서 폭발 일어남, 화산재발생

1929: 5월 20일, 폭발높이 10m, Ecoma 분화구 내부에서발생

1935: Ratu 분화구 내부에서 활동 활발

1946~1947: 12월~1월 사이에 Ratu 분화구 내부에서 
        활동 활발, 4월 27일에 강한 기류변동 발생

1952: Ratu 분화구 내부에서 활동 활발, 5월 9일 Ecoma 
        분화구 활동시작, 5월 11일 검은 구름이 생성됨.

1957: 1월에 Baru 분화구에 폭발 구멍이 생김

1960: Ratu 분화구의 내부 활동 활발, 1961년 5월 1일과
        7월 16일, 8월 1일에 폭발구멍 생김

1967: 4월에 화산폭발 전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남

1969: Ratu 분화구 내부 활동 활발, 화산재가 얇게 비처럼 
         내려서 차밭까지 도달함

1971: Ratu 분화구에서 폭발발생

1984: 지진발생

1986: Ratu 분화구의 기류 온도가 급격히 상승

2002: 8월~9월에 지진이 자주 발생

2005: 4월 13~15일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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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연구소에서 Tangkuban Parahu 산의 지진 및 화산 

활동에 대해 연구한다. 이 연구소는 24시간 가동하며, 

온도, 기류변화, 지진여부, 가스방출량, 용암 등 화산활

동의 전반적인 현상을 관찰한다. 

서부 자바에서 가장 큰 Kawah Ratu (큰 분화구)
 분화구는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큰 구덩이를 말한다. 

보통 산 정상에 생기지만, Kawah Ratu 는 폭발지역이 

정상을 비켜 해발 1,830미터의 산등성이에 위치한다. 서

부 자바에서 가장 큰 웅장한 분화구로 누구나 보면 압도

당한다. 이곳에 오면 인간의 왜소함에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고 자연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절벽 아래에서 분화구를 내려다보면 오랜 세월

을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매력적인 경관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 라뚜 분화구 주위는 한 시간 정도면 돌아볼 

수 있는데 눈앞의 작은 분화구에도 내려갈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선물 가게 등도 많이 있어 시끌벅쩍하다. 분화

구를 좀 더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주위를 느껴보고 싶다

면, 분화구로 내려갈 수도 있다. 분화구 바닥은 단단하

게 되어 있어서 경사가 급하고 돌들이 무수히 많다. 분화

구 내부에서 화산 정상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분화구

로 내려가려면, 관리자에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가이드가 동행해야 한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 이

유는 화산가스가 몸에 해로운 독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산가스는 무색무취라서 가스의 존재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가스는 분화구에서 1미터 

정도의 높이까지만 올라올 수 있으므로 분화구 테두리

에서 구경한다면, 위험할 것이 없다.  Ratu 분화구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는  -정문까지 5km   -버스 정류

장 1.2km   -Domas 분화구 1.2km  -Ratu 분화구 주변

지역 약 2km   -Ciater 9km   - Maribaya 폭포 12km 

-반둥 30km. Tangkuban Parahu 산의 입장료는 개인당 

10,000 루피아이다. 

적막한 Kawah Upas (추운 분화구)
   Upas 분화구는 Tangkuban Parahu 산에 있는 분화구

들 중 하나로, 보통 사람들은 이 분화구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유는 Ratu 분화구 뒤편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분화구에서 폭발지

점까지는 800m 정도이고, 걸어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된

다. 주변 분위기는 Ratu 분화구와는 달리 고요하고 쓸쓸

하며 신비롭기까지 하다.  

맛있는 달걀이 있는 Kawah Domas (Domas는 사슴 
비슷한 동물 )
   Domas 분화구 가는 길... 안개 사이로 보이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키 큰 고사리, 이름모를 키 큰 나무와 꽃

들. 영화 주라기 공원의 한 장면이 생각나며 어딘가 공룡

이 나타날 것 같아 몇 천년 정도 거슬러 올라온 듯한 기

분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분화구에 가까이 오면 화산에

서 자라는 특유의 키 작은 나무와 유황 냄새가 난다. 지

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새삼 느

낀다. 이곳에서는 90도 정도의 온천수를 볼 수 있다. 이 

온천수는 지하수와 다르지 않고, 지하수 중에서 마그마

(약 900~1400도 사이의 뜨거운 규산염 불꽃) 지역에 접

하는 곳에서 올라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이 

Gunung Tangkuban Par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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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이용해 계란을 삶는데, 계란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

주기 때문에 맛이 좋다. 이 온천수는 반점, 옴, 여드름 등

의 피부질환 치료에 탁월하다고 한다. 온천수에 발을 담

글 수 있는데, 이 화산 지대를 둘러보느라 생긴 여독을 

풀기에 안성맞춤이다. 다른 분화구에서 느낄 수 없는 특

유의 향기가 있다. 

따끈한 노천온천 찌아뜨르 
   푸른 경치와 더불어 전형적인 온천마을 찌아뜨르에서 

더운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원의 녹음이 우

거진 숲속 목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 자욱

하게 피어있는 화원의 꽃들, 꽃만큼이나 많은 형형색색

의 나비들, 만발한 꽃향기를 맡으며 온천을 하고 난 뒤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면 열대 지방에 산다

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상쾌하다. 따끗한 물 속에 몸

을 담근 채 비를 맞는 것도 재미있는 체험이 된다. 또한, 

Sari Ater라는 온천 공원도 있다. 광활한 부지 안에는 폭

포에서 흘러내리는 따뜻한 물로 인해 형성된 김이 나는 

계곡이 있으며 관광객들은 옷을 입은 채 자욱한 김이 서

린 노천 온천탕에 몸을 담근다.  

슬픈 사랑 - 상꾸리안…… 사랑에 빠지다…… 
   서부 자와에는‘Tangkuban Perahu의 전설’이라는 매

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 슬픈 사랑의 전설은 춤과 

노래로 형상화 해 뮤지컬로 자주 무대에 오른다. ‘Tang-

kuban’은 순다어로 뒤집어졌다는 뜻이다.

  전설의 주인공인 청년 상꾸리안은 방황을 통해 삶을 깨

달아 가는 인물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은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때 Dayang Sumbi(다양 숨

비)는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가련한 어머니가 되어 큰 슬

픔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상꾸리안이 어렸을 때 

Dayang Sumbi는 불순종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아들

을 버렸다. 곧 아들을 잃어버렸음을 알고 후회 속에 힘

들어 하는 다양숨비에게 신은 불멸의 아름다움과 젊음

을 선물했다. 고향에 돌아온 상꾸리안과 다양 숨비는 운

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둘은 사랑에 빠지고 서로를 잊

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사랑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상대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묻는다. 대화를 나누

던 중 다양숨비는 사랑하는 상꾸리안이 자신이 잃어버

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상꾸리안의 청혼

을 거절하게 된다. 다양 숨비를 깊이 사랑한 상꾸리안은 

그녀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마음

이 무거워진 다양 숨비는 상꾸리안에게 동트기 전까지 

Citarum 강을 건널 큰 배 하나 만들고, Citarum 강에 댐

도 하나 만들면, 결혼을 승낙하겠노라는, 실현이 불가능

한 제안을 했다.

   상꾸리안은 자신의 마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양 숨

비의 제안에 기꺼이 받아들인다. 다양 숨비는 상꾸리안

이 정말로 자신의 제안을 완벽하게 이행할까 노심초사

했다. 상꾸리안이 배와 댐을 거의 완성할 무렵 그녀는 

Almighty(알미티)에게 해가 빨리 뜨도록 도움을 청하였

고, 또 동이 튼 것처럼 보이도록 붉은 실크천을 도시의 

동쪽 전체에 펼쳤다. 동이 튼다는 것은 상꾸리안의 실패

를 의미하는 것이다. 상꾸리안은 Guriangs(구리앙스(악

마) 혹은 신화 속의 초록 거인)의 도움을 받아 약속을 이

루려 하고, 반대로 다양 숨비는 알미티가 보낸 천사의 도

움을 받게 된다. 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승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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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없었다. 상꾸리안의 노력은 수

포로 돌아갔고, 둘의 결혼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해가 막 떠 오른다고 생각한 상꾸리

안이 화가 나서 만들던 배를 뒤엎어 

버렸다.  그것이 땅구반 쁘라후로 지

금도 왕자의 노여움은 화산의 흰 연

기로 남아 있다고 한다. 화산의 흰 연

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관습을 뛰어넘

으려 애썼던 혁명아 상꾸리안은 말한

다. 당신을 위해서 달빛 밝은 밤. 하늘

의 별도 따왔는데... (가룻의 Sanghi-

yang taraje 폭포 근처에 다양 숨비를 

위해 별을 따왔다는 상꾸리안의 발자

국이 있다.) 다양 숨비는 말한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널 위해... 내가 

너의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기진맥진 지친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면...  나 힘든 세월... 헛되이 살

아온 것이 아닌데.. 

   방랑과 배회의 청년기의 상징 상꾸

리안. 열정에 취해 사랑을 찾는 상꾸

리안의 모습과 끝없는 어머니의 애정 

어린 눈빛은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생 전체를 압도하는 만남이 있다.

동틀 무렵 장엄하게 붉은 빛이 감도는 Tangkuban Parahu 산을 찾으라.

가서 웅장한 Kawah Ratu (라뚜 분화구)에 마음을 던져보라.

이루어질 수없는 사랑을 불태우려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 

절망과 슬픔의 미학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 노을 빛 속에서 상꾸리안을 만나 자신을 묶는 관습의 끈을 풀어 헤치려 노

력하는 해방의 미학에 마음을 던져보라. 

단조로운 삶에 파문을 일으키며 내 속의 격정을 끌어내는 만남이 있다.

Kawah Domas 가는길... 자유에 익숙해진 숲속의 바람과 새를 만난다. 

상꾸리안은 말한다.

‘관습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랑은 얼마나 비열한 소통인가

자멸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나 장렬한 소통인가

지상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당신의 영혼이라도 사랑하겠다는 사랑은 또한 

얼마나  고독한 노래인가‘

다양숨비는 말한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

쁨이 있을 거라고. 붉은 실크는 못다한 너에 대한 내 사랑의 빛깔이라고’

새해에는 이처럼 멋진 풍경과 함께 상꾸리안과 다양숨비같은 아름다운 

이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참고문헌 ; Gunung Tangkuban Parahu 소책자>

한인회 인니 문화연구회 공고
140회-141회 문화탐방 한인회에서 출발

장소 : 자바의 스위스 가룻

일시 : 1월 14일(월) 오전 6시 30분

         1월 15일(화) 오후 8시 30분 도착 

연락처 ; 신유희 0818-708-228

           사공경 0816-190-9976

Gunung Tangkuban Par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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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인도네시아 헌법
(Undang-Undang Dasar/UUD)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

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단된 이외에는 현

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

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차 헌법개정

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

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임명제 입법부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

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현 유도요오 대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

령이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인 내

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에는 삼권분립

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

며,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Presiden),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MA) 등 이

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치에 뒀으나,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감사

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국회(DPR) 및 지방대표국회(DPD)로, 행정부는 대

통령과 부통령(Wakil Presiden)로, 사법부는 대법원(MA), 사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임명 형식

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

민협의회 의원도 없애 버림으로써,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권력의 핵인 대통

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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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민은 화란인, 화란계 이외의 유럽인, 

일본인,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

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

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화란은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RR 혹은 IS는 엄밀

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화란이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화란의 식민지

령으로써 화란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화란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1.3.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

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화란 총독

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

남아를 점령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동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계속하여 발릭빠빤(Balik-

papan), 사마린다(Samarinda), 뽄띠아낙(Pontianak)을 점

령하고, 2월 10일에는 남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

jarmasin)을 점령하고, 3월 1일에는 수마뜨라의 빨렘방

(Palembang)을 점령하고, 3월 8일 반둥(Bandung)에서 화

란군 육군 사령관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

를 점령했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낕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라를 통치했으며, 자까

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

1.1. 네덜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여 년 동안 식민통치한 화란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에 산

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

도네시아의 영토에 버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

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

전했던 마따람(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헌법이라고 부

를만한 법률은 없었으며, 화란 통치 시 화란의 학자들이 인

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1.2.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화란은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

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네시아를 다스렸으

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

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

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

시켰다. 그 후 1854년 화란은 새 법(Regering Reglement/

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인도

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미국계 주

민,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

했다.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

효시켜, 전체 주민을 유럽계, 원주민계 및 외국동양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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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를 통치했으며,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

를 두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깔리만딴, 말루

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약 3년 반 

동안 화란 식민정부 하에서 설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

을 유지했다.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PUPKI)을 설립했

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은 인도네시아인,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장은 인도네시아인,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

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

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회(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

으로 구성되였으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

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

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패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1.4. 독립 이후의 헌법

1.4.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까르노

(Soekarno)와 무하맡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

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

르노와 하따의 기념 동상이 자가르따 중구 뻐강사안(Pe-

gangsaan)에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

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

인 채택하고 공포했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법이라고 부르며,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아

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1.4.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

        (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화란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

네시아는 독립을 선포한다. 그러나 화란은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

아 1947년 1차 침공, 1948년 제2차 침공을 하고 신생독립

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

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화란 및 유

엔의 대표 간에 원탁회의가 열렸으며 당사자 간에 인도네시

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

법률상식

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1.4.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

       (1950. 8. 27. -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했

던 화란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며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

가 형성 여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뜨라국

(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

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결실되어 1950. 5. 19. 단일국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을 1950년 잠정헌법으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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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

        (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 이였다. 새로

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

였으나 중요한 잇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

여 국론이 분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는 권유를 헌법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서 의결선인 2/3에 미치

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태가 계속되자, 1950년 7월 5일 대

통령은 1945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

한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리상으

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령(Dekrit)으로 헌

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

소부재에 가까운 파워를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

법을 바꿨으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

었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까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

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

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

로 취급되었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

에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즉,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 않

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가부장적이고 봉

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

면 다시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최초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개정이 실현됐다.

1.4.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1999년 10월 1차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

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익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

을 임기 제한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2000년 8월 2차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

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방자치는 주(Propinsi), 시

(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국

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애매모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

를 국군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

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2001년 11월 3차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협의회의 위

치 및 임무 변화와, 정부통령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

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

택한 것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지방대표국

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헌법재판소(Mahka-

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회(Komisis Yudisial/

KY)을 신설했다.        

2002년 8월 4차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협의회의 구

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국정자

문회(Dewan Pertimbagna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

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전체 국가예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헌법개정에 관한 규

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개정 결과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

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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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도네시아 

내가 인도네시아에 온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여기오기전 이곳의 교민 생활에 대해서 대충 얘기 들은바도 있고 나름데로 각오도 하고 왔지만 막

상 와서 부딪쳐 보니 생각처럼 적응 하는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것 같다.

하지만 이왕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인도네시아 이기에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100% 활용하고 즐겨보자 하는 생각을 했다.

보통의 주부들이 다 그러하듯이 대체로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에가 그리도 바빴던지 결혼이라는걸 한 후론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들을 가져본게 어디 있었던가?

그래서 지금은 ‘나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좀더 나은 내가 될수 있도록...

일단 여기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게 있다면 가사일 에서의 해방인것 같다.

상상할수도 없을 만큼의 적은 돈으로 가사 도우미를 쓸수 있다는것.

한국에 있을때 가끔씩은 얼마나 고대했던 일이던가?

지금 우리집에 있는 Penbantu에게 순간순간 참 고마움을 느낀다.

철없던 소녀 였을때 한번씩은 꿈 꾸어보던 나의 미래는 집안일은 가정부가 하고 난 항상 예쁜 홈 드

레스를 입고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꽃을 가꾸는...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런 꿈들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 됐지만

이곳 생활은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는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동안 언젠가는 꼭 해내야 할 숙제 처럼 가지고 있었던게 외국어 2개국 정도는 유창

하게는 아닐 지라도 내 의사 전달은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거였다.

인니어는 덤 처럼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손쉽게 공부할수 있게 되어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명소라고 하는 곳도 벌써 제법 여러곳을 다녀왔다.

족 자카르타, 반둥, Pulau seribu의 Pantara, 보고르, 뿐짝...

하지만 내가 정작 원했던 여행은 수박 겉핥기식의 관광이기 보다는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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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 있어서 사공경 선생님이 주최하시는 문화탐방은 직접 참여하여 체험 할 수 있는

참 좋은 꺼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Cinangneng의 문화탐방은 나에게 참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 주었다.

인도네시아의 서민생활은 어릴적 시골 할머니집을 느낄 수 있어 왠지 낯설지 않은 포근함이 깃

들어 있다.

그래서도 더 빨리 친숙해 질수있지 않았나 싶다.

특히 여기에 살면서는 잡지, 책 우리나라의 작은것 어느 하나에도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

는것이 없다.

다달이 기다려지는것 중에 하나도 이 한인뉴스 책이다.

그기에 연재되는 열대 과일에 관한 것과 문화탐방편은 계속 스크랩을 해두고 있다.

그리고 과일이 소개 될 때마다 꼭 사서 먹어 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 외에도 이슬람 종교나 문화에 관한것도 이나라 사람들의 특성과 좋아하는 것과 금기하는 것

에도애정을 담아 마음으로 새겨갈 생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것 같아 좀은 안타깝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대로 알아야 편견이 사라지고 친숙해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좀더 적극적인 삶을 살수있지 않을까?

인도네시아는 들여다 볼수록 참으로 흥미로운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언젠가 여기를 떠나 내 고국으로 다시 돌아 갔을때 여기의 모든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추억

하고 싶다.

흘러가버린 시간들은 형체가 없어진다.

단지 그 시간속에 새겨진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웃음이있고 눈물이있고 슬픔이있고 기쁨이있고 설렘이있고 후회가있고 

외로움과 그리움이있다.

그러므로 시간은 기억이다 시간은 그리움이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심어가고 있을까?

어떤 그리움을 어떤 사랑을 새겨가고 있을까?

글 : 이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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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강에 가고 싶다’
                   

139회 한인회  보고르 Cinangneng 문화탐방기

JIKS 사회과 교사 김소연

   가끔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도 문득 내가 너무 여유 없이 사는 건 아니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문화

탐방을 가게 된 시점이 바로 그런 생각이 내 머리를 하나 둘 씩 잠식해 가고 있을 때였다. 나름대로 열심

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무언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과 내 주변을 둘러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삭막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 보고르로 문화탐방을 간다는 소

식을 듣고 모든 걸 제쳐놓고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저런 일에 치이고 밀려서 몇 달 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던지, 어디에 가는지 가서 

무엇을 보고 배울 건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았었다. 일상에서의 작은 탈출을 꿈꾸는 자체만으로도 

시간은 빨리 흘러가서 문화탐방을 가는 날이 되었다.

   드디어 문화탐방일! 아침 8시에 코리아센터에 모여서 버스에 승차했다. 보고르에 있는 찌낭넹(Cinang-

neng) 마을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문화탐방을 주관하시는 사공경 선생님께서 보고르에 대한 전반

적인 설명을 버스 안에서 들려주셨다.

   보고르는 자바 섬 최초의 힌두왕국인 따루마니가라(Tarumanegara)의 일부로써, 5세기에 뿌르나바르

만(Purnavarman)왕이 재림할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해발 290 높이에 위치한 보고르는 타 지역

에 비해 시원한 기후 덕분에 인도네시아 엘리트들의 빌라가 많이 있고, 인구도 3백만 명에 이르는 도시

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1년 365일중 300일 정도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의 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수량과 기후 덕에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식물원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딴 인도네시아 농과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여전

히 농업에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 만큼 이 대학의 위상은 아주 크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사공경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고 같이 우리 여행에 동참한 인도네시아인이 우리에게 간단

한 순다니스어와 함께 노래를 소개시켜 주어 같이 따라 부르기도 했다. 흔들리는 버스 안이었지만, 간단

한 동작도 소개 시켜주었는데, 나는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그 유연한 손동작이 나오질 않았다. 어느 덧 

버스가 멈추어 섰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알았다. 우선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곧바로 Kampung 

Cinangneng 마을 투어를 시작했다.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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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은 어느 곳에 가거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논과 밭 사이로 난 조금만 길을 따라 걷고 있자

니 저 쪽에는 논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습이 보이고,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마을 사이로 난 길로 아이들

의 모습과 마당에 널린 빨래,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찌낭넹 강을 건너 마을

로 들어서면서 나무들, 꽃들, 이름 모를 식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들은 연신 카메라 셔

터를 눌러 댔다. 그 중 몇몇은 우리 주변에서도 익숙한 것이었다. 그 때는 무심코 지나

가다가 이렇게 나와 보니 모든 게 새롭게 보여 카메라를 꺼내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

을 말해주는 것일까! 문득 정신 을 차리고 보니 벌써 계절이 바뀌었다란 말처럼, 우리

는 어쩌면 우리 주변의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

게 정신없이 달려만 가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싶다.

좁을  밭 길을 따라 신콩잎이 죽 늘어서 있다. 

집에서 쌈으로 먹으면 맛있겠다고 한두 개 

따기 시작한 분이 계시자, 우리 가이드 

분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신콩

잎을 따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벌

써 한 보따리가 되었다. 일행들이 저녁

엔 그 분집에 모여서 쌈으로 식사를 하

자며 웃었다. 몸에 좋다는 보라색 고구

마 밭을 지날 때도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는 것처럼 다들 조금씩 사가길 원해

서 단체로 조금씩 구입하기로 하였다. 밭 

건너편 논에서는 벼들이 자라고 있고, 그 

곳에서는 우렁이가 군데군데 보인다. 다들 

된장 풀고 끓여 먹었으면 정말 맛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벌써부터 입에 침부터 고인다.

   참, 이상하다. 나는 시골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촌에 오면 언제나 포근하고 고향에 온 것 같다. 어렸을 때 농사를 너무 힘들고 지겹게 지어서 어

른이 되면 절대 농촌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는데, 결국은 도시의 번잡함이 싫다고 귀농을 하셨던 

분이 생각난다. 그 분처럼 농촌에서 살았건, 나처럼 도시에서 살았건, 우리가 그리는 고향의 모습은 어

찌 보면 이런 풍경들로 귀결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실재로, 고향이란 단어가 주는 포근함은 도시

의 번잡함보다는 시골의 여유로움, 그리고 초록색깔이 주는 풍요로움과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의 

찌든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고향은 늘 시골의 이미지와 더불어 다가오는 지도 모르겠다.

   좁은 길을 따라 굽이굽이 있는 마을을 걸어가니 예쁘게 페인트가 칠해진 집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는

다. 가내 수공업으로 옷을 만들고 대나무와 야자수 등으로 전등을 만드는 집들을 뒤로 하고 걸어가니 

다시 논밭과 꽃들이 우거진 들판이다. 그 위로 무엇인가가 훨훨 날아다니는데, 무언인가 궁금해서 가

만히 바라보았더니 나비들이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이렇게 많은 나비를 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노랑

나비, 흰나비, 호랑나비, 파란나비, 색깔도 가지가지일 뿐만 아니라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 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는 잠시 여기가 무릉도원인지 현실세계인지를 혼동하게 만들어 버렸다. 제발 

사진 좀 찍을 수 있게 꽃에 앉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비는 이 들판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만 다닌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있노라니 내 마음도 어느새 나비처럼 

그 강에 가고 싶다



46  한인뉴스

야 나무에서 파파야 열매를 하나씩 따서 가

지고 가라는 전갈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이 나무 저 나

무를 돌며 신중히 어느 파파야를 딸 것인지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다. 나도 그들과 동참

하여 신중히 파파야 하나를 골랐다. 어떻게 

따는지 몰라 주위를 보니 사람들이 살짝 위

로 열매를 들어 올리고 있다. 나도 따라 그

렇게 했더니 너무도 쉽게 파파야 열매가 내 

손안에 들어온다. 누구 파파야가 제일 예쁜

가 하면서 자기가 딴 파파야를 들고 서로 야

단을 떨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가게에서 손

쉽게 사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땄다는 사실

이 주는 기쁨이 정말 큰 것 같다. 무엇이든

지 자기 손으로 해보았다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체험인가!

파파야 열매따기에 이어지는 모자위에 색칠

하기와 전통 악기 연주 체험학습에 참여했

다. 우리에게 월남 모자로 더 알려진 이 모

자는 여기서는 caping이라고 불리는데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고 한다. 우

리는 이미 다 만들어진 모자위에 물감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

다. 꽃을 그리는 사람, 산을 그리는 사람, 이 

마을 이름은 써 놓는 사람, 가지가지 모양이 

모자위에 펼쳐지고 완성된 모자들을 한 줄

로 햇볕에 쭉 늘어놓으니 무슨 작품 같다. 모

자위에 색칠하기가 끝나고 나서는 전통악기 

연주하는 것을 배웠다. 거의 “도레미파솔라

시도” 수준의 연주였지만, 잠깐 배우고 모두

들 다 같이 화음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그

저 신기할 뿐이었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새

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해 본다는 사실이 가

져다 준 즐거움이라고 할까!

   다음엔 씽콩잎으로 인형을 만드는 체험, 

앙꿀룽 연주을 체험한다고 서둘러 움직이라

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 벌써 2시 반을 향해

가고 있었다. 4시에 자카르타에서 약속이 

있어 일행과 헤어져 서둘러 먼저 나오면서

도 아쉬움이 남았다. 보고르의 교통체증의 

원인이라는 앙코딴을 타고 차가 기다리고 

하늘을 날고 있었다.

   나비와 함께 하늘을 비상하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마을을 관통하는 찌낭

넹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을 

가로질러 묶여있는 밧줄에 몸을 의지해 건너야 하는 것

이다. 바지를 가능한 끝까지 걷어 올리고 신발을 비닐봉

지에 담은 채 다들 조심조심 강을 건너는데, 발을 잘 못 

디뎌서 옷이 다 젖기도 하고 중심을 못 잡아 휘청휘청하

면서도 우리 일행들 모두 재미있게 강을 건넜다.

   체험삼아 모내기도 해보고, 버팔로를 강에서 목욕시

키는 것도 구경하는 기회를 가졌다. 같이 간 아이들은 

버팔로에 올라앉아 강에서 시원하게 버팔로와 함께 물

놀이(?)를 즐겼고, 우리 어른들은 그 모습이 정겨워 카

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오전 내내 마을을 돌아보아선지 점심때가 되자 무척 

허기가 졌다. 순다식으로 차려진 점심을 앞에 두고 맛

있게 정신없이 먹었다. 점심이 다 끝나갈 즈음엔 파파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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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소까지 시내를 구경하면서 가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체험이어서 아쉬움을 달랬다. 자카르타에 

돌아오니 오늘 아침보다 한결 여유가 생긴 것 같은 것은 단지 기분만은 아닌 듯 했다. 단지 하루 일과

였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조금이나마 나를 위탁했던 것이 나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어 놓은 기분이다.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거실에 걸어놓은 오늘 색칠한 모자를 보니 거실 분위기도 한층 달라진 듯하

다. ‘조만간에 저 모자를 쓰고 돌아다닐 곳이 생기겠지!’라는데 까지 생각이 미치자 얼굴에 살며시 미소

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버스 안에서 읽었던 시가 생각난다. 김용택님의 “그 강에 가고 싶다” 오늘 방문

한 마을이 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그 시와 마을 풍경이 계속 오버랩되며 머릿속을 맴돈다. 오늘 밤 꿈

에는 아마 그 강에 가 있을 것만 같다.

그 강에 가고 싶다    - 김 용 택

그 강에 가고 싶다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저 홀로 흐르고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멀리 간다
인자는 나도

애가 타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기뻐 웃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이 거둘 일도 아니다

강가에서 그저 물을 볼 일이요
가만가만 다가가서 물 깊이 산을 볼 일이다
무엇이 바쁜가

이만큼 살아서 마주할 산이 거기 늘 앉아 있고
이만큼 걸어 항상 물이 거기 흐른다
인자는 강가에 가지 않아도
산은 내 머리칸에 와 앉아 쉬었다가 저 혼자 가고
강물도 저 혼자 돌아간다

강에 가고 싶다

물이 산을 두고 가지 않고
산 또한 물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산에 그 강

그 강에 가고 싶다

그 강에 가고 싶다



 인도에시아 투자 시

소득세 혜택 받으세요!

주식회사 또는 조합 형태의 국내법인 납세의무자의 소득세가 특정사업분야 및 특정지역에 신규

투자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위한 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2007년 1호 정부령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특정사업분야와 특정지역의 자본 투자를 

위한 소득세 혜택 부여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6/PMK.03/2007에 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4가지 소득세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투자 총액의 30%까지 순이익 감면으로, 6년간 각각 연간5%가 부과된다. 

둘째, 건물외 유형고정자산그룹에 대하여 가속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즉, (i) I그룹, 내용연수 2년(기존 4년), 감가상각비(정액법) 50%(기존 25%)

       (ii) II 그룹 내용연수 4년(기존 8년) 감가상각비 25%(기존 12.5%)

       (iii) III 그룹 내용연수 8년 (기존 16년) 감가상각비 12.5%(기존 6.25%)

       (iv) IV 그룹 내용연수 10년(기존 20년), 감가상각비 10%(기존 5%).

한편 건물유형고정자산그룹에 대해서는

       (i) 영구적 건물 내용연수 10년(기존 20년), 감가상각비 10%(기존 5%)

       (ii) 비영구적 건물은 내용연수 5년(기존 10년), 감가상각비 20%(기존 10%)로 한다. 

셋째, 국외 납세대상자에게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최대 10%, 또는 현행 이중

과세 금지 협정에 따라 더 낮은 요율로 한다.

넷째,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추가규정이 있는데

       (i) 5년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5백명 이상을 고용했을 때

       (ii) 신규투자가 사업지역의 경제 및 사회 인프라를 위해 최소 100억의 투자를 필요로 할 때

       (iii) 4년차 이상부터 최소 70%의 국내산 생산 원료나 부품을 사용할 때이다.

소득세 혜택 부여는 재무장관이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상기 제안

은 국세청장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전달된다. 소득세혜택 부여는 재무장관의 명의로 국세청장결

정으로 확정되며, 투자조정청장으로부터 정확하고 완전한 제안을 접수한 후부터 기산하여 근무

일(Hari kerja) 10일내에 발급된다. 소득세 혜택 부여결정을 획득한 납세의무자는 투자청장에게 

투자 실현이 시작된 후로 기산하여 모든 투자가 끝날 때까지, 늦어도 해당분기가 끝난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상기는 2007년 정부령 1호(Peraturan Pemerintah Nomor1 Tahun 2007)와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재무부 

장관령 16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령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상공회의소로 연락주시면 영문

번역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남지화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간사>

원문 : 재무부 보도자료 No. 20/HMS/2007

http://www.depkeu.go.id/Ind/News/NewsControl.asp?cdcate=SPFasPPH_1503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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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정청장령 
2007년 제 89/SK/2007호 

특정사업분야 및 특정지역의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세 혜택 신청절차 및 안내 

투자조정청장은 특정사업분야 및 특정지역의 자본투자를 위한 소득세 혜택에 관한 2007년 정부령 1호 제 2조 

(3)항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특정사업 및 특정지역에 자본투자 회사를 위한 소득세 혜택 신청 절차와 안내에 

관한 투자조정청장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제 1조 

(1) 소득세 혜택 신청은 신규 또는 기존의 주식회사(PT) 또는 조합형태의 국내법인 납세의무자 중 2007년 

정부령 1호에 나와 있는 특정사업분야 및 특정지역에 신규투자 혹은 기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를 하

는 사람이  투자조정청장을 통해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 (1)항에 나와있는 신청은 아래와 같은 (첨부된)양식을 기재하여 투자청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a. 사업자 등록증(Kartu Nomor Pokok Wajib Pajak) 사본; 

    b. 사업활동에 관한 동의서(Surat Persetujuan) 또는 원칙 허가서(Izin Prinsip) 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기관에서 받은 동종의 다른 허가 형태의 사본; 그리고 

    c. 자본투자활동보고서(LKPM) 

제 2조 

(1) 제 1조에 나와 있는 대로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투자조정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사업 분야

와 위치, 조건 등이 2007년 정부령 1호의 첨부에 실린 바에 적합한지와 관련 자본투자 실현정도를 

평가한다. 

(2) (1)항에서 의미하는 자본투자 실현정도는 자본투자활동보고서에 기재된 기계 및 장비설치를 포함하여 

계획된 외부적인 건설의 최소 75%는 실현되어야만 한다. 

(3) 신청이 접수된 후 늦어도 근무일 5일 안에 : 

    a. (1)항에서 의미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투자조정청장은 세무청장을 통해 재무부장관에게 

        소득세 혜택을 줄 것을 제안한다. 

    b. (1)항에서 의미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투자조정청은 관련자에게 신청을 되돌려 준다. 

(4) (3)항 a에 나온바 대로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에 근거하여, 세무청장은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늦어도

      근무일 10일 이내에 소득세 혜택부여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하고 관계자에게 투자조정청의 

      One stop Service(Unit Pelayanan Terpadu Satu Pintu)를 통해서 전달한다. 

제 3조 

본 투자조정청장령은 제정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07년 11월 7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투자조정청장  무하마드 루트피 

다음은 2007년 정부령 1호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1조 2항의 첨

부 양식 또는 법령의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상공회의소(담당 남지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

innekorean.or.i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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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Today

♠ 기업인 노동법 개정 협상 준비

인도네시아 경총(Apindo)은 내년,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인상하

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을 통한 2003년 제 13호 노

동법의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회장 소피안 와난디는 경총은 2008년에 노동법 개정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사간의 이해관계의 중재자로서의 권한

을 사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소피얀은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생산성 향상

을 주문할 것이라며, 현재 경총은 노동자 생산성을 계산하는 도식

을 준비중이며 2008년 임금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

했다. 

또한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반하는 노동자 퇴직규정의 변

경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퇴직금 규정은 연

금법(UU Pensiun), 사회보장법(UU Jaminan Sosial Tenaga Kerja), 

및 노동법(UU Ketenagakerjaan)의 세 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어 중

복되고 있다며, 노동법이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 노동자

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재정 9단계책 준비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내 평균 배럴당 미화 100달러에 이른 세계 원

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8년도 예산 거시재정 안전장치로 

9단계 정책을 준비했다. 

성장 및 재정적자 9단계 안전책

1. 국가예산 여유자금 사용- 6조루피아의 연료보조금 안

정자금을 최우선 사용

2.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합당한 지출 및 절감 

3.  지방의 재정초과분(windfall)사용-2008년 세계 원유가 

    상승의 초과 이윤으로 얻을수 있는 몇몇 석유생산 지방을 대상

    으로 13조9천만 루피아의 국채를 발행할 것.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가 지난 
12월 부터 <상공회의소 주간소식>을 새로이 선보이고 재인
니 한인상공인들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상공회의소는 1991년 한인회 산하 상공분과로 신설된 이후 
1999년 8월 13일 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상공회의소로 명칭
을 바꾸고 승은호 회장의 취임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시 재게되는 <상공회으소 주간소식> 서비스로 그동안 한
인사회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투자 등의 소식들
을 발빠르게 전달했던 한 유일한 일간지의 무기한 휴간으로 
빚게 된 현지 정보 부족사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됐다.
송창근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 2007년 12월1일부터 상공회
의소 주간 소식의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상공인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
고 많은 격려와 따끔한 충고를 부탁한다" 고 전했다. 

Heart  Storming

“확실한 것에는 기회가 없다”

"강원도 횡성의 한 임야는 돌이 많아 쓸모가 없다고 해서 아

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이 산을 경매

로 낙찰받아 이곳의 돌을 판매했습니다. 돌이 없어진 산은 

훌륭한 전원주택 터가 되어 비싼 값에 되팔리게 됐지요." 

‘돌이 많아서 쓸모 없다’를‘돌이 많으니 팔면 되겠

다’고 생각한 창의성의 힘이다.

창의력 컨설턴트 박종하 박사는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

데호텔에서 열린 매경 창조포럼에서“창의성을 키우기 위

해서는 불확실성과 다양성, 좋은 상상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

드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것에는 기회가 없으니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3년에 얘기한‘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두 바꿔라’는 

창의성 사고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 주간소식>

이메일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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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부처의 지출 우선순위 선정-비생산적인 활동 제한

5.  연료 및 전력 보조금 매개변수(parameter) 개선

6.  석유공사(Pertamina)와 전력공사(PLN)의 효율화

7.  국영기업 세금 및 배당금 최적화 

8.  국채발행-2008년 예산 적자 일부 경감은 예산지출 

    적용으로 맞춘다. 

9.  실물분야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정책, 거시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경기대응책(countercyclical)을 시행한

다.

♠ 재정 9단계책 실물경제 도움안돼

기업인측과 국회는 정부가 발표한 거시재정 안정책 9단계 시나리

오를 2008년 국가예산을 보호할 뿐, 경제성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

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인니 경총은 9단계 정책이 실질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경총회장 소피얀 와난디는 그 정책을 신중히 적용

하지 않으면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

다고 말했다.

♠ 2007년 UMR 10.3% 인상될 것

Investor Daily의 보고서(2007.11.27.화)에 따르면, 2007 지역별 최

저임금(UMR)은 지역 기준에 따라 10.3% 인상 될 것이라고 한다.

에르만 수파르노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전체 33개 주 중 약 19개

주가 2008년 지역최저임금 인상에 이미 동의했으며, 신규 지역최

저임금은 적정생계비의 93.5%를 차지할 것이며 현재의 87.9%보

다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2008년 최저임금
2008 주별 최저 임금(UMR)

순번 주명 최저임금

1 자카르타 Rp. 972,604.80

2 반뜬(Banten) Rp. 837,000.

3 아체 (NAD) Rp.1,000,000.

4 서부 칼리만탄(KalBar) Rp. 645,000.

5 서부 자바(Jabar) Rp. 568,193.39

6 동남부 술라웨시(Sultra) Rp. 700,000.

7 중부 칼리만탄(Kalteng) Rp. 765,868.

8 발리(Bali) Rp. 682,650.

9 족자카르타(Yogyakarta) Rp. 586,000.

10 남부 술라웨시(Sulsel) Rp. 740,520.

11 고론탈로(Gorontalo) Rp. 600,000.

 

2008 시/군 최저 임금(UMK)

순번 시/군 명 최저임금

1 땅그랑(Tanggerang) Rp. 953,500

2 데뽁(Depok) Rp. 962,500

3 세랑(Serang) Rp. 927,497

  

♠ 국회, 석유연료 전환 동의
    - 관련기관은 시행실무절차 아직 협의 못해

국회는 정부에게 프레미엄 옥탄 88에서 프레미엄 옥탄 90으로 전

환함으로서 석유연료보조금을 삭감하려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

록 3주간의 시간을 주었다. 국회는 연료보조금의 수혜대상을 제대

로 설정하려는 정부의 뜻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금요일(12.7) 국회 제 7위원회 지도부와 천연자원 및 

에너지부 및 석유가스 하류부문활동 조정기구의 비공개 회의 결

과이다.

 

♠ BI 기준금리 8%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8.25%에서 8%로 인하한다고 밝혔으며, 금

융계는 곧 대출이율을 조정할 것이다. 이로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를 2006년 12월의 9.75% 에서 1년만에 1.75% 삭감했다. 

<2008년 자카르타주 노동시장 예측>

실업자 528,000명

신규일자리 65,000건

적정생계비 Rp. 1,055,000

최저임금 Rp.973,000

♠ 산업연료비(BBM Industri) 인하

최근 4개월간 계속 인상되었던 산업연료비가 소폭 인하되었다. 

2007년 12월 15일부터 2008년 1월 1일간 산업연료비는 13루피

아-247루피아 인하되었다. 그러나 유가변동으로 내달 상황은 예

측하기 어렵다. 

프레미엄 1.4% 인하, 석유 1.5% 인하, 솔라르 0.8% 인하, 디젤유 

0.2%인하, 연료유 4,3% 인하 

<리터당 산업유가  12월 15일(제1지역)>

Premium  Rp.7,437

Minyak tanah Rp. 8,220

Minyak solar transportasi Rp.8,235

Minyak solar Industri Rp. 7,877

Minyak diesel Rp.7,687

Minyak bakar Rp.5,750

주) 제 1지역은 자바섬과 수마트라를 포함한다. (자료제공 :Pertamina)

♠ 연료비 인상은 실업률 증가를 가져올 것

내년 연료비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이는 인도

네시아 거시 경제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 무역, 섬유 및 

화학산업 분야등의 근로자 수 감소로서 실물분야에 특히 더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디리 은행 경제팀장 마틴은 지난 13일, 정부의 연료비 인상계획

이 인플레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08년 인플레이션

율은 5-6%, 2009년은 6-7%로 예상되는 한편,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료비 인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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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2008년과 2009년의 경제성장률은 6,4%와 6.5%로 전망했

었으나, 고유가로 인해 2008년 6.1%, 2009년 6.3%로 낮아질 것이

며, 거시경제는 괜찮아 보이지만 각 분야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까지 배럴당 평균 71.5달러는 2006년 평균 

배럴당 67달러보다 높다. 

만디리 은행 연구팀은 유가 인상에 대한 두가지 가상안을 제시했

다. 첫째,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면 인플레는 5.4%에서 6.4%가 되

고, 환율은 달러당 Rp.9,700으로 약화된다. 

둘째, 유가가 평균 100달러가 되면, 인플레율은 5,3%에서 7.6%가 

되고 미화에 대한 환율은 Rp.10,000까지 낮아진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수출을 하락시키고, 특히 임산물 가공, 섬유분야 

및 상업분야에서의 노동력 흡수 또한 저하시키게 될 것이며 특히 

도시의 상업 및 서비스 분야 노동력 흡수 하락이 두드러질 것이다. 

자원 및 에너지 장관 뿌르노모 유스기안또로는 프레미엄 전환정책 

인상이 2005년 유가인상 시처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경제 

둔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는 물가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인플레는 원료가 상승 및 빈곤수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뿌르노모는 정부가 취하는 상기 거시 정책이 야기하는 것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이 될지 원가압박 인플레이

션(cost push inflation)이 될 것인지 잘 계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프레미엄 옥탄 90 또는 퍼르타막스를 사용하도록 한 개인차량에 

대해 공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연료보조금 삭감은 정부가 유가 100달러 시대를 대비하는 한가지 

선택이며, 정부는 옥탄 88에서 옥탄 90으로의 전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프리미엄 전환정책 취소! - 내년도 소비량 증가할 듯
 

정부는 프리미엄 옥탄 88에서 프리미엄 옥탄 90이나 뻐르따막스

로 전환하려던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도 석유가가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 적자폭 또한 낮

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국가예산은 

좋아질 것이고 그 때문에 정부는 급격한 조치들은 취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실 정부는 그것을 정책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에

너지자원부 장관 뿌르노모 유스기안토로의 말이다.

뿌르노모에 따르면 프리미엄 전환 계획은 정부가 유가가 미화 

100달러에 이를 때를 대비하여 마련한 9단계 조치의 한가지였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란 국제 시장의 원유가 보다 낮은 인도

네시아의 원유가를 말한다. 이전에는 연료보조금을 억제하려는 일

환으로, 인니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프리미엄유 사용을 제한

할 계획이었다.

석유공사 뻐르따미나의 대표이사 아리 수마르노는, 뻐르따미나가 

이미 프리미엄 옥탄 90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옥탄 88과 다시 쉽

게 혼합할 수 있기에 프리미엄 전환 프로그램의 연기가 뻐르따미나

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7년보다 보

조금이 책정된 연료의 양이 줄었기에 분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시인했다. 예산에 따르면 2008년의 연료 보조금은 35백만 

836천 킬로리터로 2007년의 연료보조금과 비교할 때 2백5십만 킬

로리터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 산업성장률 하향 조정
 

산업부는 2008년 산업성장률을 7.43%로 설정했다. 이는 2007년

의 목표치였던 7.9%보다 낮게 설정된 것이다. 한편 상공부에 따르

면 2007년도 3/4분기 산업 성장율은 5.31%에 그쳤다.

 

♠ 투자조정청 : 인도네시아 투자 40년만에 최고치 기록

투자조정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올해 9월까지의 외자 

및 내자 투자총액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입된 투자액

은 총 125.94조 루피아를 기록했다고, Asia Pulse(2007.12.19일

자)가 인용했다.

“올해의 투자는 1967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

입니다.” 루트피 청장의 말이다.

금년 대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 규모는 74.51조 루피아를 기록했

던 지난 해보다 169.2% 증가되었다. 내년 투자증가는 재정부가 예

상한 12.54%보다 높은 15.2% 혹은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이다.

인도네시아 은행 부총재 미란다 굴톰 역시 2008년 경제상황을 낙

관한다. 미란다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6%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총액은 1,165조 루피아(미화 1,235억불)이다. 

금융계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데 보다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인도네시아 은행은 내년 3월에 신 규정을 발표할 것이며, 신 

규정은 금융분야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은행의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대출총액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란다는 또한 2007년말 인플레율은 6.3%~6.5%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금년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은행, 2008년 경제 낙관

인도네시아 은행(BI)은 2008년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경제성장은 국내 소비와 인도네시아산 소

비재에 대한 해외시장의 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6,2%~6.8%로 전망된다.

금년도 인니정부는 경제성장이 6.3%에 이를 것이고 내년에는 

6.5%-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상기 경제성장 목

표가 인플레이션율 5%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BI 연구담당 이사 마데 수칸다의 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이고 국내자본시장 또한 투자자들

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환경을 창출하는데 일조하였다.

알립니다 !!
상공회의소 주간소식 관련 문의사항이나 수신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남지화  이메일 : kocham@cbn.net.id

전화 : 021-527-7539  팩스 : 5296-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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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님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적도의 나라, 상하의 나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생활한지도 벌써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도 나는 여느 날

과 다름없이 교민사건 사고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울려대는 전화벨에 신경을 곤두세우

고 대기상태에 있었다. 에어컨이 연신 뿜어내는 인조 냉기가 사무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으나 별

로 상큼함을 느끼지 못한 채 전신을 짓누르는 무더위로 지친 오후 늦은 시간. 

   빛바랜 점퍼차림의 중년의 남자가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문객은 첫 눈에도 오랜 

이국생활에 찌든 듯한 표정이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는 사업을 하다가 돈을 떼

인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했고 또한 우리 교민사이에 벌어진 문제일 것이라고 예단까지 했다. 그

동안 길지 않은 시간에 영사활동을 하면서 터득한 나의 예감은 대충 적중하고 있다. 3만 여명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의 우리 교민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사

업상 마찰을 빗거나 인간관계로 마찰을 빗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다반

사로 대사관에 쇄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인수(가명)라고 자신을 밝힌 방문객은 내가 한국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

고 왔다며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전제를 달았다. 강씨가 밝힌 피해내용은 3여 년 전 사

업관계로 알게 된 정현식(가명)이라는 사람이 물품납품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어 대금변제를 몇 

번 독촉하자 현지인과 공모하여 자신을 승용차로 납치, 폭행하여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돈은 고

사하고 머리와 허리 등 신체 여러 부위가 당시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지 경찰에 고소하였

으나 합의만 종용하고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사건을 처리치 않고 있어 정현식이 거리를 활보하

고 다닌다며 현지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한국으로 가서라도 고소를 할 계획인데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하였다. 강씨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미화 2,000불 정도라고 했다. 그동안 사건담당 경

찰관은 수차례 사건처리비를 요구하여 이미 몇 차례 돈을 건넸으나 담당자는 바뀌고 원점에서 사

건이 진행된다며 분개해 했다. 강씨의 신고내용은 나의 예상을 적중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의 경우 강씨의 일방적인 얘기만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편파처리 또는 부당

한 압력 운운하며 맞당사자가 상황을 호도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목한 정씨를 상대로 

사안의 객관적 상황을 파악해야한다. 강씨가 제기한 민원내용대로라면 강씨는 상당히 심각한 범

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납치, 감금, 청부폭행 등). 나는 강씨의 민원을 기록하고 며칠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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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주기를 요구하고 귀가시켰다. 다음날 가해자 정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다. 대사관 경

찰영사라는 나의 신분확인 절차에 정씨의 수화기너머 들여오는 육성은 상당히 떨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주지시킨 후 대사관에서 면담을 제의하자 정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응했다. 

   다음날 오후 약속대로 정씨는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정씨 역시 첫눈에 고생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행

색을 하고 있었다. 40대 초반, 어깨가 축 처진  힘없는 모습, 사업에 실패한 가장의 모습. 정씨는 자신이 강

씨에게 한 행위를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범죄자가 변명과 이유가 있듯이 그 또한 자신의 입장을 전

달하려 애썼다. 피해자 강씨와는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업상 알게 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데 둘 다 사업이 

어려워져 소원해졌다가 기계대금 2,000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차에 조금의 말미를 요청했음에도 빛 독

촉이 잦아져 그런 일을 저질렀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부품대금은 얼마 후 갚을 계획인데 강씨가 치료

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여 더 이상 수입원도 없고 아내가 피아노강습을 하며 근근이 네 가족의 생

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치료비 요구액 3,000만 루피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경찰수사로 감옥에 가게 

되면 가족들이 전부 죽을 처지라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나는 심한 심적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꿈을 안고 고국을 떠나 성공하리라는 초심과 마음 다짐을 

했을 평범한 가장들이 이역만리 땅에서 부도와 좌절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단순 형사범죄 가해사건과 피

해사건의 도식으로만 접근할 수 없었다. 원칙대로라면 내 임무는 현지 경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

청하는 협조서한, 기관방문 절차로 끝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경찰관에게 금품

을 뜯기게 되고 감옥살이하는 사람, 피해변상은 하나도 못 받고 한풀이 하다가 쓸쓸히 이 땅을 등져야할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도식적으로 처리하는데 익숙해질 나 자신을 생각하니 원칙이 원칙이 아니라

고 결론 내렸다. 일단 정씨에게 기다려보라는 미지근한 답변을 던져주고 귀가를 시켰다. 며칠을 고민하길, 

영사는 재외 우리국민 보호라는 대명제에 맞게 접근해야한다 설사 그것이 다소 교민분쟁 개입불가 등 일

부 제한적인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최적 안을 찾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민보호다. 

나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나는 그날부터 그들에게 각자의 입장에 맞는 생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일단 가해자 정씨에게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다면 치료비 문제에 대

해 내가 최선의 중재를 할 것임을 알렸다.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피해자 강씨에게는 실리적인 면을 강

조했다. 현실적으로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

료비 등 보상을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인간적인 정리를 따지면 평생 마음 아플 상황도 될 수 있다

고 설득하자 강씨 역시 자신도 정씨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그 동안 폭행으로 인해 일도 제

대로 하지 못하였고 몸도 많이 상했으니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내가 

적극 중재해주기를 희망하였다. 나는 양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했다. 일주일

후 내 사무실 응접소파에 두 사람이 마주앉았다.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고 그 사건이후 제3자를 통한 서

로간의 의사 전달과정에서 깊은 불신의 골이 생겼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서로 얼굴조차 마주 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빨리 깨뜨려야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자칫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분 먼저 오랜 만인데 악수라도 하시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옛말에 싸움을 말리고 흥정은 부치랬습니다. 오늘 좋은 결실을 맺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마음에 두신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으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계

속된 침묵을 깨뜨리기 위한 나의 노력은 10여분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각자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피해자인 강씨는 “영사님 저 친구가 치료비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고

소취소 못 합니다” 이어 가해자인 정씨 역시 나를 향해 “영사님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감

옥에 가야할 수밖에요” 이후 이들은 마치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자리를 박차고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허탈감이 밀려왔다. 서로 의사도 직접 확인치 않고 잔뜩 독기를 품다가 서로에게 뱉고 나가버린 꼴이었

다. 나는 심한 무력감까지 느꼈다. 뭐 이렇게 진행되지? 갑자기 오기가 발동했다. 몇 날을 고민하여 교민 

인도네시아 그 장벽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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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님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간 화합을 시키려는 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자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했다. 먼저 양쪽의 입장부터 들었다. 사연인

즉 이들은 나를 만나기전 대기실에서 서로가 최소한의 인사라도 오가기를 바랐으나 외면하다가 영사 사

무실에서 갑자기 내가 분위기를 풀려는데 대해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사건을 위한 화해는 생각해볼 수 없었다며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똑같이 했다. 나는 다시 제의했

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다시 얘기하

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라며 두 사람의 만나는 날짜를 다시 잡았다. 두 번째 약속 날 내 사무실에

서 마주앉은 두 사람은 벌써 형님 동생하면서 주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많이 진전된 분위기. 나는 그들

에게 다시 한번 사건해결책을 각자가 제시해보도록 했다. 가해자는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말을 

하면서 다만 금전적인 보상은 형편이 어려워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해자는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전

혀 금전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이 너무 양보하는 것이라며 금전적인 보상을 계속 요구하여 대화

의 진척은 없었다. 단지 두 사람이 서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이제 요령이 생

겼다. 이들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의 입장을 들여다볼 시간. 나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더 이상 강

요치 않았다. 나는 또 한번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그들이 귀가하도록 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이번에는 나에게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먼저 가해자 “영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강 사장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으니 말미를 좀 주고 돈도 액수도 

좀 줄였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해자 “영사님 제가 돈을 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얼

마정도 양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영사님께서 조정해 주십시오. 나는 어느새 중개인 또는 해결사 비슷한 

입장에 놓여버렸다. 그들은 나의 말 한마디와 제안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졌

고 한편으로는 차후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원망과 책임을 나에게 돌릴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

도 나는 설거지 열심히 하다가 접시 깨뜨려 책망 듣는 심정으로 열심히 내 임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두 사람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상호간 조금씩 양보할 것을 주문했

다. 돌아오는 답변은 미지근했지만 그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나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

후 2주일이지나 나는 이들 중 가해자 정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1,500만 루피아를 합의금으로 주고 기간도 1개월 후라고 하여 합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만난 좋은 형님을 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잃어버릴 뻔 했는데 다시 찾게 되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가

족들도 좋아하고요. 이제 사업도 재개 할꺼구요. 그리고 일간 꼭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날 피해자 강씨의 

전화“ 영사님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의 피해보상금도 좀 받고 해서 체면도 세웠고 특히 정사

장과 다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이 두 전화를 끊고 너무나 

감격스러움에 사무실에서 환호를 질렀다. 뭔가 해냈다. 

 물론 한국에서라면 나는 경찰관으로서 납치,감금,폭행사건을 묵살

한 직무유기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화해로 이역만리에서 동포 

간 벌어질 반목과 갈등을 해결한 영사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

한다. ‘꼭 한번 찾아뵙겠다’는 그들은 현재까지 소식이 없지만 나는 

그들이 자카르타 근교 소도시에서 다시 생업에 활기를 찾고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확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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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과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

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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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조직관리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

사를 통일하고 조직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조직관리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

는 부분은 근무기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문화의 일부분으로

써 회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 지표라 할 수 있겠다. 일례로

써 어떤 회사를 방문했을 때 잠시 사원들의 복장 상태, 태도, 근무분

위기만 살펴보더라도 그 회사의 조직관리 현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질서에 대한 수준이 열악하고 시간관념, 약속 준수에 대한 개념이 떨

어지는 인도네시아 실정을 감안할 때 개별 회사의 이상적 조직관리

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데 보다 나은 근

무기강 확립을 위한 기본 관리항목 및 지표들로써는 아래와 같은 사

항들이 있다.   

1. 근태관리:
회사생활의 모든 시발점은 근태로부터 출발한다. 근태란 

출근 및 결근관련 현황을 말하며 출근에는 정상출근, 지

각, 조퇴 등이 있고 결근에는 무단결근, 병결 있으며 휴

가에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다.

인니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03년 노

동법 제93조) 있으나 연차휴가, 병가, 경조휴가, 생리휴

가 등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1) 무단결근에 대한 관리:

특별한 사유 없이 결근을 한 것으로써 무노동 무임

금에 준한 임금공제 또는 회사 취업규칙(사규), 단

체협약에 근거 징계조치 할 수 있다. 노동법에서는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일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병가에 대한 관리:

노동법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급으

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병가가 잦은 사

원의 경우 행태관찰(보통 휴무일 전후로 병가를 내

는 사원이 많음) 및 사원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진단서를 돈으로 매

매하는 경우가 많음) 진단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업무 고과

시에도 반영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

록 관리해야 한다.   

  3)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생리통으로 인해 생리 첫째날과 둘째

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전 일부 회사에서는 여사원 생리

여부 확인을 위해 속옷까지 확인하여 사원들로 부

터의 반발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

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 관리는 인권문제

의 소지가 될 수 있음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

56  한인뉴스



“노동조합”어떻게 할 것인가?

다. 따라서 무리하게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

나 생리휴가 사용시 문제를 삼는 것 보다는 생리휴

가를 사용하는 사원과 그렇지 않은 사원들에게 차

별을 둠으로써(예를 들자면 만근수당의 지급) 사원

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는 쪽으로 유도함

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생리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원들의 생리휴가를 돈

으로 박탈했다고 자칫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노동부에서도 휴가는 휴가를 위한 것이지 금전

으로 대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음)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관리는 위의 예와 같

이 사원이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

용하지 않는 사원의 경우는 적치보상의 개념이 아

니라 만근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유도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경조휴가:

노동법(`03년 제93조)에서는 경조휴가를 아래와 같

이 규정하고 있다.

a. 근로자 결혼 3일

b. 자녀 결혼 2일

c. 자녀 할례/세례 2일

d. 배우자 출산/유산 2일

e. 배우자, 부모/처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사망시 2일

f. 동거 가족구성원 사망 1일 

2.  ID카드 착용, 복장, 두발 상태, 태도:
     복장 및 용모에 따라 첫인상이 좌우되듯 회사생활에 있

어 이런 부분들은 사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 및 

자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써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질서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문

화에서는 특히 중요하고 critical한 조직 문화의 한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잘못된 사례들

은 ID카드 미착용, 샌달착용,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두발 

불량(수염 포함) 등이 있다. 관리방안으로써는 크게 2가

지를 들 수 있다. 첫번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

선을 홍보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징계하고 관리하는 것

이다. 노사대표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

적 진단 실시 및 개선, 모범 사례에 대한 게시판 홍보, 질

서 준수 표어포스터 공모 등을 통한 포상 등의 세부 방

안이 있을 수 있다. 

  

3. 징계 관리:
     징계는 보통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그 위반 정도에 따

라 1급~5급으로 구분하며 유효기간 중의 추가 위반은 

상위 등급으로 징계가 조정된다.

   예를 들자면 3차 서면경고 중인 사원이 추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는 해고 사유가 되어 해고절차를 밟게 된다. 위

반 정도를 구분하는 1급~5급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

은 예가 있다.

   1) 1급 위반:

-. 1개월 내에 3회 지각 혹은 1회 무단결근

-. 회사가 지급한 ID카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신체, 의복, 두발, 신발 등을 단정히 유지하지 않아 미

관상 좋지 않은 경우

   2) 2급 위반:

-. 구두 경고 후 위반 재발

-. 1개월 내 4회 지각 혹은 2회 무단결근

-. 상사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회사를 떠나거나 혹은 작

업종료 시간 전 퇴근할 경우

-. 감독권을 가진 상사의 허가 없는 근무시간 중 휴식

이나 취침

-. 회사 건물 또는 벽에 낙서를 한 경우

   3) 3급 위반:

-. 1개월 내 5회 지각 및 3회 무단결근.

-. 타당한 사유 없이 건강 검진 또는 예방접종 거부의 

경우.

-. 부주의한 행위로 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

힌 경우.

-. 사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대출행위 및 상행위

를 하는 경우.

-. 업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업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

-. 의도적으로 회사의 기강을 문란 시킨 경우.

   4) 4급 위반:

-. 1개월 내 6회 지각 및 4회 무단결근.

위반정도 징계등급 경고장 담당부서 유효기간

1급 위반 구두경고 흰색 해당부서 3개월

2급 위반 1차 서면경고 흰색 해당부서 6개월

3급 위반 2차 서면경고 노란색 해당부서 6개월

4급 위반 3차(최종)서면경고 빨간색 인사부서 6개월

5급 위반 해고 - 인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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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무기, 화염물질 등의 위험물건을 소지하고 출

입하거나 출입하려고 하는 경우.

-. 다른 사원에게 회사의 규정, 기준 등을 위반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 고의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만든 경우.

   5) 5급 위반:

-. 3차 경고 후 위반 재발.

-. 계속해서 5일간 결근 한 행위

-. 1,2,3,4급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현저히 위험상황

을 초래하거나  큰 재산 손해를 입힌 경우.

-. 중대한 과실에 인하여 회사에 직.간접으로 손실을 입

힌 경우

-.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 범법 행위,예를 들면 절도,절취,상사의 허가 없이 회

사소유물 반출.

-. `03년 노동법 13호, 제158조에서 정하는 사항

상기 징계 사유는 일례에 해당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

인 사항들은 회사의 상황이나 문화에 맞춰서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사원들간의 싸움을 5급 위반으로 분류하여 싸움발생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상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취침할 경우 4급 위반으로 규정하

여 바로 3차 경고를 부과할 수도 있다. 

4. 업무고과:
     업무성과, 근무태도, 지식향상도 등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여 사원들의 업무수준 및 목표 관리항목

을 설정하고 일정기간(보통 6개월 또는 1년)동안의 성

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상여 차별화, 임금 인상

의 차별화 등 사원의 성취도 및 노력도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함으로써 공정한 성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누적 업무고과는 정기적 구조

조정 또는 특별 구조 조정시 사원 정리의 기본 지표로

써 활용할 수 있다.

5. 잔업시간 관리:

   *Over Time 산정 Table: 하단 표 참조

노동법상의 잔업시간 계산 기준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과도한 

잔업의 실시 보다는 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회사의 입

장에서는 추가 인원 채용시 발생하는 고정비용(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인해 최대한 추가 인원의 채

용을 자제하고 기존인원의 잔업으로 cover하려고 노력

을 할 것이다. 다만 잔업 실시와 관련 조직이 방대하거

나 또는 여타 사유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할 경

우 필요치 않은 잔업근무가 발생함으로 인해 인건비 부

담이 과중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

히 특혜성 잔업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

고 각 부서별 잔업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 지

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6. 조직문화:
조직문화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체계, 신념체계, 사

고방식의 복합체로써 조직 내 최고관리자의 조직관리 이

념과 전략 그리고 구성원들의 특성이 반영된다. 조직문화

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정체성(organizational identity)을 제

공하고, 집단적 몰입(collective commitment)을 가져오며, 

조직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형

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각 항목별 Micro한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회사 전체적 관점의 Macro한 접근, 

장기적 관점의 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자

면 조직이 나아갈 바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Top은 

어떤 경영철학을 갖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조직문화

를 가져갈 것인지 먼저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무기강

확립도 이런 Macro한 관점의 조직문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때 더욱 효과를 발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기본에 충실한 

문화, Speedy한 문화, 실행력이 강한 문화 등이 조직문화

의 한 축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개별 관리항목들은 그 하위 

전개활동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요일 평일 휴일/주휴일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시간 연장 첫째 연장 둘째 이후 1 ~ 7 8째 9째 이후 1 ~ 5 6째 7째 이후

연장급여 1.5 X 시급 2 X 시급 2 X 시급 3 X 시급 4 X 시급 2 X 시급 3 X 시급 4 X 시급

Over Time 산정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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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歲時)!

열대 나라의 스콜이 세시를 적십니다.  

굵은 빗줄기에 젖은 시간은 한사코 내면으로 흐릅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달은 뜨고 질뿐 동쪽과 서쪽을 염두에 두지 않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는가를 질문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 부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마음 흐름을 깨우치라 합니다. 

세상에 온 이유 하나만, 오직 그것만 간절히 깨닫고 

나머지는 모두 잊어버리라 합니다. 

살아있으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희망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생명이 있음이 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2008, 무자년(戊子秊) 새해,

참 행복을 누리소서!!! 참 행복을 누리소서!!

참 행복을 누리소서!

인재 손인식 2007년 작/ 有生之樂/ 살아있음의 기쁨. 

富貴康寧(오른쪽 새김)/ 부유하고, 고귀하며. 건강하고, 평안함. 

千氣滿堂(왼쪽 새김)/ 천 가지 기운이 가득한 집. 

그 외 한국의 전통문양 중 조화를 의미하는 문양(有生之樂의 둘레)과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吉相樹 문양을 오른쪽 富貴康寧 둘레에 새기고, 왼쪽 千氣滿堂의 둘레에는 

永受嘉福(길이길이 아름다운 복을 받다)을 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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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inted Veil (2006)

    무대는 1920년대 영국입니다. 유복한 가정의 맏딸 키티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자 퇴물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숫기 없는 병균학자 월터 페인 박사가 갑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합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청혼에 응하지만 그에 대한 사랑 따위는 없습니다. 결혼 직후, 페인 부부는 

월터의 임지인 중국으로 함께 부임합니다. 키티는 매력적이지만, 행동거지가 신중한 여성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녀가 유부남 찰리 타운젠트와 바람이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페인 

박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 충격을 받고 자기파괴적인 결정을 합

니다. 콜레라가 창궐하는 내륙지방으로 전근을 자원하는 거죠. 그는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자기를 따라 시골로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겠노라고.

    그녀는 타운젠트의 애정을 믿고 남편에게 큰소리를 치지만, 남편은 그녀를 비웃습니다. 행여 타운젠

트가 이혼하고 키티와 결합하겠다면 조용히 헤어져 주겠노라고. 타운젠트를 찾아간 키티는 남편이 옳

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남편을 따라가는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시 중국은 민족주의 열

풍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치솟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키티

는 전에 보려고 애쓰지 않았던, 그러므로 당연히 보지 못했던 남편의 훌륭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이러

니컬하게도, 자신들이 파괴적으로 자초한 고난 속에서 두 부부는 서로에게서, 또 스스로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 결말은 비극적입니다만.

    <The Painted Veil>은 영국 문호 서머세트 모옴의 1925년 소설입니다. 원작은 못 읽어봤습니다만, 

모옴은 작품 속에 “반어적 감각과 영국적 위트로 사랑, 결혼, 간통, 제국주의, 선행, 종교와 구원 등 무

거운 주제를 한꺼번에 잘 담아내는” 작가로 정평이 나 있군요. 이 대목에서 낡은 우스개가 생각납니다. 

어느 학교의 작문시험 문제가 “종교, 왕실, 성적 일탈, 미스터리 등이 포함된 글을 지으라”는 것이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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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다들 끙끙대는데 한 학생이 다음처럼 써 놓고 유유히 나가더랍니다. “하느님 맙소사, 공주님이 

임신하셨다. 범인은 누굴까?”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 준엄히 꾸짖고 “SF적 요소를 가미해서 작품을 

보완하라”고 시켰습니다. 학생은 세 글자만 더 쓰고는 답안지를 다시 제출했답니다. “하느님 맙소사, 

별나라 공주님이 임신하셨다! 범인은 누구인가?” 아무렴, 한 줄거리 속에 많은 이야기를 녹여내는 일

은 대문호가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걸 영화로 잘 만들기도 쉽지 않은 일이구요.

    1934년 그레타 가르보가 주연했던 <The Painted Veil>은 어딘가 문제학생의 

답안지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배우들이 프레임 안에 서로 가깝게 서야 했기 때문

에 지금 보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등 30년대 영화문법 따위에 뒤늦게 시비를 걸려

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가 맹숭맹숭한 최대 원인은 그레타 가르보라는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키티는 걷잡을 수 없이 허영심이 많고, 종잡을 수 없이 이기

적인데다, 감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워서 책잡을 일이 많은 여자입니다. 가히 여신

급에 해당하는 가르보를 데려다 이런 역할을 맡기면서, 관객들에게 그녀가 ‘동생

이 먼저 시집갔다고 아무 남자한테나 덥석 시집갈 법한 여자’라는 점을 납득시키

기는 애당초 어려웠을 것입니다.

    1957년에도 <Seventh Sin>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던 <The Painted Veil>은 존 커란 감독

의 손으로 2006년에 다시금 빚어집니다. 주연을 맡고 제작에도 참여한 에드워드 노튼과 나오미 와

츠는 중국 자본을 참여시키고 촬영도 중국 현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중국 영화사 로고

로 시작되죠. 중국 상영 때 제목은 <面紗>였습니다. 모옴은 “살아있는 자들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저 

채색된 베일을 걷어내지 말라. 비록 거기 비현실적인 형상들이 그려져 있더라도(Lift not the painted 

veil which those who live call life: though unreal shapes be pictured there)”라는 쉘리의 싯구에

서 소설제목을 따왔습니다. ‘인생이라는 채색된 베일’을 면사포라고 번역해 놓으면, 삶 전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신혼 이야기로 졸아들어 버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제목으로는 적당한 번

역일지도 모릅니다. 2006년 영화는 1934년 영화만큼 원작의 결말을 터무니없이 상투적인 해피엔딩

으로 바꿔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설보다는 달짝지근하다니까 말이죠.

    에드워드 노튼은 90년대 헐리우드가 건져 올린 가장 큰 수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미남 아

니면 터프가이들이 대부분인 요즘 미국 남자배우들 틈에서 에드워드 노튼과 숀 펜 정도를 제외하면 

더스틴 호프먼이나 알 파치노 같은 예전 배우들에 필적할 존재감을 지닌 연기자를 찾기는 어렵습니

다. 이 영화에서 에드워드 노튼과 호주 출신 여배우 나오미 와츠 두 사람의 연기는 진한 감동을 줍니

다. 모자라지 않는 연기도 어렵지만, 넘치지 않게 연기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30대 후반에 불과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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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이 표정으로 대사의 여백을 채우는 연기를 저토록 천연덕스럽

게 해내는 걸 보고 탄복했습니다.

    나오미 와츠는 키티 역할에 딱 알맞을 만큼 예쁩니다. 자칫하면 

장식품 같은 금발 아가씨 역할 단골배우로 전락할 수도 있을 외모

를 가진 그녀는, 현명하게도 데뷔 이후 저예산 독립영화에서 ‘망가

지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성장했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은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Mulholland Dr.>에서는 수상

쩍은 상대에게 빠져드는 레즈비언 역할을 맡았었고, <21 Grams>에서는 가혹한 삶에 지친 여자의 절

망을 “생얼”로 실감나게 보여줬지요. 그 덕에 그녀는 킹콩이 사모하는 금발 여배우 역할을 맡아도 인

형 같은 가녀림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사람냄새’를 풍길 수 있었습니다.

    <The Painted Veil>에서 나오미는, 사랑 없는 결혼에 뛰어드는 철부지, 유부남과 사랑에 빠지는 

허영심 많은 신혼주부, 남편의 경멸에 치를 떠는 천박한 불륜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성숙한 어른

의 역할을 다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관객들이 키티라는 주인공을 미워하지 않

고 그녀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라스트신, 세월

이 흐른 뒤 길에서 우연히 타운젠트와 재회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무심한 표정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

다. 아들 ‘월터’가 저 아저씨는 누구냐고 묻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답하는 그녀. 어떤 사랑

은 상대를 떠나보내고서야 완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의 감정에 붙여진 하나의 이름입니다. 신체가 거부하기 어려운 호르몬의 화학적 

명령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벌도 하고 나비도 하는 그런 사랑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를 얼마나 안다고 첫눈에 반한 것이겠습니까? 숭고하달 것까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 낮은 육욕

이라고 눈을 흘길 필요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없이 맺어질 수 있는 짝은 드물 테니까요. 그런

가 하면, 익숙함도 사랑입니다. 그리움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함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버린 결과, 상대방이 없으면 불편하고, 괴롭고, 아쉬운 ‘비정상적’ 상태에 빠지는 감정 말입니다. 발에 

잘 맞는 낡은 구두같이, 특별히 아깝고 귀중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도 이 또한 분명 사랑입니다.

    사랑은 약속(commitment)이기도 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건만, 상대방을 짝으로 소중히 

여기겠다고 공약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를 어린 후배들에게 해주면, 그

건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처량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더군요. 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하고 고마

운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힘, 결혼이라는 농사에서 보람이라는 과실을 가꾸는 주원료는 바로 이 

세 번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Painted Veil>에서 페인 부부가 그들의 삶 전체로 증명해 주

듯이 말입니다.



한인뉴스  63

추신

1. 그레타 가르보의 1934년 <The Painted Veil>은 2006년에 리메이크된 영화와는 판

이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르보가 1929년에 주연한 <Wild Orchids>와 더 닮아 있지

요. <Wild Orchids>에서 그녀는 남편을 따라 자바 섬으로 왔다가, 자신에게 반해 끊임

없이 “들이대는” 자바의 왕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파국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

다. 그 영화에서는 과거 서구인들이 자바 섬을 얼마나 낭만적으로 상상했는지 엿볼 수 

있어 재미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고질라나 킹콩 같은 괴물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취미삼아 호랑이 사냥

을 다니면서 그레타 가르보를 유혹

하는 멀쑥한 왕자가 사는 나라이기

도 했습니다!

2. 나오미 와츠는 뻔뻔한 유부남 타

운젠트 역을 맡았던 리브 슈라이

버와 실제 연인사이이고, 그녀는 

2007년 여름에 두 사람 사이의 아들

을 출산했습니다. 

3. 이 영화에는 뜻밖의 반가운 얼굴들도 나옵니다. <무간도>의 형사반장 왕초우생이 유

대령 역할을 맡았습니다. 키티가 월터를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는 것과 동시진행형으

로, 왕초우생은 중국인의 대표 격인 유대령이 월터를 점차 높이 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대목을 연기합니다.

4. 60년대 영국 TV 액션 시리즈물인 <Avengers>에서 섹시한 여자 첩보원 역할을 맡

아 화면을 누비던 다이아나 리그가 수녀원장으로 출연합니다. (<Avengers>의 후편 격

인 <New Avengers>는 70년대에 <전격제로작전>이라는 난해한 제목으로 국내 TV에

서도 방영되었죠.) 다이아나 리그는 저의 뇌리에 아직도 생기발랄한 첩보원의 이미지

로 남아 있는데, 그런 그녀가 인생을 달관한 수녀원장으로 나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도 처음 같은 열정은 이제 없고, 애정이 식은 부부관계처럼 서로를 당연시하게 되어버

렸다’고 토로하는 장면은 복잡한 감상에 젖게 만들더군요. 



특별기획_에너지 시리즈 - 4

천연가스 둘러싼 불꽃 튀는 쟁탈전
The Great Gas Game

러시아는 에너지 무기화에 열 올리는 반면 
카타르는 가스전 . LNG에 외국 투자 유치

   많은 기술이 ‘차세대 석유’라는 지위를 굳히려고 경합한다. 증기, 바이오매스, 설탕•옥수수•분뇨에서 추출한 

연료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나 실질적 경쟁자는 두 가지뿐이다. 둘 다 현재 석유가 충족하는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대체할 만큼 풍부하며 용도도 다양하다. 석탄과 천연가스다. 현재 천연가스는 세계 에너

지 소비의 24%를 차지한다. 석탄보다 비중은 약간 낮지만 급속도로 늘어난다. 천연가스는 2030년께면 산업

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추월한다고 미 에너지부가 전망했다. 게다가 선진국을 통틀어 석유의 보다 깨끗

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으리라고 한다. 쉽게 말해 한때 거대 석유회사들이 장악한 세계 에너지 경제

의 주도권이 갈수록 거대 가스회사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석유회사들은 한때 천연가스를 무시했다. 원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에 불과한 데다 수익성이 훨씬 낮다는 이

유에서다.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은 최근까지만 해도 그냥 태워 없앴다. 이런 천연가스를 에너지 기업들은 석

유와 함께 열심히 개발 중이다. 그러나 천연가스와 석유는 매장 지역은 같아도 지정학적 양상은 크게 다르다. 

석유는 정치적 무기로도 유명하지만 실은 접근이 매우 용이한 상품이다. 쉽게 유통될 뿐 아니라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거래되고 가격이 매겨진다. 산유국이 석유 수출을 중지해도 세계 석유 가격엔 별 영

향을 못 미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뿐 아니라 비OPEC 회원국들이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경쟁 수

출국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는 다르다. 공급이 주로 산유국이 소유한 송유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 가스 시장은 매우 

‘독립적’이다. 만일 한 생산국이 정치적 무기로나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구매자에게 공급을 차단하면 구매

자로선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도 서서히 바뀐다. 해상로로 수송된 뒤 액화천연가스(LNG)로 

저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를 기존의 송유관망에서 ‘해방’시키면서 LNG는 가스의 지정학

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듯하다. 그러나 천연가스 세계에서 잠재적 발화점을 찾으려면 가스관을 따라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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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면 된다. 

   가스는 석유보다 집중도가 훨씬 심하다. 석유시장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최대 매장량을 

가진 국가다(두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의 36%). 가스시장도 러시아와 이란을 합치면 전체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란의 가스 생산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최대 생산•수출국은 러시아와 카타르

다. 그러나 러시아와 카타르는 사업 방식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가스 지정학’에서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카타르는 다른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러시아는 독단적 행동으로 세계 에너지 소비국들을 

실망시킨다.

   가스시장의 정치적 위험 양상은 석유시장과는 크게 다르다. 석유시장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전문가

와 정보기관들에 물으면 여러 곳을 지적한다. 나이지리아의 정국 불안, 베네수엘라의 대중영합주의, 사우

디아라비아의 테러리즘 등을 거론한다. 만일 가스시장에 관해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공급 측면에서 유라시아(주로 러시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러시아는 가스를 기꺼이 무기

로 활용할 용의를 보여줬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겨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김에서 벗어나 유럽과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 쪽으로 기울자 보복에 나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가스 구매자가 당하는 위험(취약성이 더 좋은 표현일지 모르지만)도 크게 다르다. 석유는 주로 수송용으

로 쓰이지만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는 주로 전력생산과 난방용으로 쓰인다. 미국은 부유한 나라이지만 

불안정한 중동의 석유 공급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중동 석유에 가장 취약한 나라다. 가스시장은 정반대다. 

미국은 아직도 자체 소비 가스의 80% 이상을 생산하며 수입도 주로 캐나다•멕시코 등 주변 우방에서 가

스관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과 중남미 일부 가스 생산국(특히 베네수엘라) 간의 적대심에도 불구하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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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은 드물며 분석가들도 그런 나라들이 향후 5~10년

간은 실제적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 여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의 상황은 훨씬 더 위태롭다. 예

측하기 힘든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한 가스 의존도가 매

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옛 소련권 국가들이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짜리 가스관 건설 사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에 초연해 왔다는 뜻은 아니다. 정반대다. 

일례로 미국은 카스피해 가스관 건설 사업(완공 때 투르

크메니스탄에서 중국 초원에 접한 키르기스스탄까지 이

어진다)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산

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미국이 그렇게 하는 데는 대가도 따른다. 

   속성상 반드시 국제협약을 존중하리라고 믿기 힘든 카

자흐스탄과 같은 역내 독재국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이 이 지역에 간섭한다는 

의혹을 부채질할 소지도 있다. 물론 LNG 

시장의 급속한 부상은 가스의 지정학을 

재편한다. 전문가들은 세계의 석유 고

갈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지

만 아직도 지구에 엄청난 가스가 매장

돼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가스를 시장으로 수송하는 방법

이다. 가스를 액체 상태로 수송하면 원유

를 수송할 때보다 두세 배 많은 비용이 든다. 

고비용에다 아직 LNG 시장의 규모가 작아 금융회사

들은 LNG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에너지 기업들

에 빌려주기 전에 장기 주문량부터 확보하라고 주문한

다. 개도국의 가스 생산국 대부분은 현재로선 LNG 사업 

진출에 드는 비용과 까다로운 신용 확인 절차를 감내하

기보다 기존의 가스관을 고집할 듯하다. 

   흥미롭게도 천연가스 시설과 LNG 시설 양쪽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나라는 카타르다. 걸프만의 이 소

국은 지난 수십 년간 광대한 해안지대 유전과 내륙 유

전에서 가스 채굴을 목표로 유수의 독립적인 석유회사

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왔다. 러시아가 외국의 다국적 기

업들에 대규모 석유•가스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위협하

는 사이 카타르는 가스를 LNG로 변환하는 보다 효율적

인 방법을 찾는 동시에 일반 가스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데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수석 연구원 에드워드 초우는 “러시아가 통제

권을 장악하려 애쓰는 동안 카타르는 이런 사업에 대규

모 투자를 끌어들인다”며 “두 나라는 가스 업계에서 극

단적 차이를 보이는 사례”라고 말했다. 로열 더치 셸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알 듯하다. 이 회사는 사할린섬의 대

규모 가스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가 지난 9월 러시

아 당국으로부터 환경 피해를 이유로 개발 허가가 취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조치의 이면에는 러시아의 

독점 가스재벌 가스프롬이 국내 에너지산업을 확고히 장

악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가스

프롬 측은 부인). 

   셸은 재협상을 통해 200억 달러가 드는 사할린 프

로젝트에 참여하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의 

변덕으로 가스 생산이 지연됐을 뿐 아

니라 사할린 가스를 수입해 자국 경

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아

시아 국가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

얹었다. 지난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

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가스가 풍

부한 시베리아에서 태평양까지 이어

지는 가스관 건설 계획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유럽은 지

난해 러시아산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실을 개탄했

다. 가스프롬이 셰브론(미국), 코노코필립스(미국), 토털

(프랑스), 스타토일(노르웨이) 등 거대 에너지 기업들과 

공동으로 슈토크만 가스전을 개발하기보다는 독자적으

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푸틴이 갑자기 아시아에 역점을 두면서 

2006년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 공급을 차

단한 이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외쳐온 유럽 국

가들에 간접적 위협을 가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러

시아가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훨씬 남

쪽의 서유럽도 가스 부족사태를 겪었다). 오래전에 구성

된 슈토크만 가스전 컨소시엄은 러시아에 최초의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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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을 지을 예정이었다(완공 때 가스프롬의 미국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이 파트너십을 당분간 깨

겠다는 위협은 러시아가 통제의 용이성 못지않게 수

익성이 좋은 가스관을 통한 공급 방식을 고수하는 편

이 낫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

다. 워싱턴에 있는 PFC 에너지의 세계 가스그룹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조지 베라네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런 프로젝트에 뜸을 들이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

했다. 실제로 가스관을 통한 유럽 수출은 러시아에 짭

짤한 수입을 안긴다. 가스프롬의 밥줄인 가깝고 신용

도 높은 유럽시장에 접근하려고 굳이 LNG를 이용할 

필요는 없었다.”

   러시아가 가스 채굴에 집중한다면 카타르는 액화

에 전력을 다한다. 카타르는 러시아가 그토록 냉대했

던 에너지 메이저들의 도움으로 자국 내 대규모 가스전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국영 카타르가스사는 

10척의 LNG선(각각 13만5000㎥ 용량)을 통해 액화석

유를 스페인•터키•이탈리아•미국•프랑스•아부다비•한

국 등에 수출한다. 엑손모빌과 파트너십을 맺은 카타

르는 원유보다 가스를 이용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

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이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환경

친화적인 수송용 연료와 윤활제 생산이 가능하다). 카

타르가 자체 매장량을 워

낙 적극적으로 이용

하다 보니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나서 신규 프로젝트의 

일시 유예를 선포할 정도다. “카타르는 LNG에 대규모 투

자를 단행 중이다. 만일 러시아가 출발선에 서 있다면 카타

르는 이미 열심히 달리는 양상”이라고 베라네크는 말했다. 

베라네크와 같은 전문가들은 LNG선으로 액화석유가 선적

될 때마다 러시아는 한발씩 뒤진다고 말한다. LNG는 현재 

세계 가스 소비의 7%를 차지하지만 2010년께면 그 비율이 

40%로 높아진다고 IEA는 예측한다. 더 많은 나라가 자국

의 에너지 시설과 항만을 LNG 수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

고 더 많은 LNG 터미널이 생기면서 액화가스 시장이 가격

과 수송 용이성에서도 가스관과 경쟁하리라 예상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 이후 유럽 국가들은 LNG 

터미널 4곳을 짓기 시작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가스

프롬사와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합병 수순을 밟

아 왔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스는 갈수록 석유처럼 

거래된다. 지정학적 압력보다는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

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얘기다. 컬럼비아대 

에너지•해상수송•공공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니센 소장

은 “에너지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푸틴은 현재 불장난 

중”이라며 “지금은 [LNG] 생산에 제약이 따르지만 이런 

문제는 향후 10년간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늦긴 했

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러시아는 수익성이 갈수록 높

아지는 LNG 산업의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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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인회의 이념

서로돕는 한인사회, 서로믿는 한인사회, 발전하는 한인

사회

 

2. 목 적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

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들 상호간의 친목과 단

결 도모하고, 상부 상조하며, 한-인니간의 정치, 경제, 문

화, 교육분야 등 가능한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및 협력 증

진과 나아가 조국발전에 기여한다.

3. 회 원

만 20세 이상의 대한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서, 인니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회 등록

을 필하고, 회칙 준수, 한인회 목적에 동의, 본회의 결의 

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는 

한인. 회원은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4. 의결기관 . 회장단회의

회장과 부회장들로 구성되고 한인회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이사 및 지부장의 위촉 

한인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써 구성되며 회장단 및 운영위원

회가 부의 하는,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한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한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장단, 임원, 

운영위원, 지부장등으로 구성되며 회장선출, 사업계획, 사업

경과, 예산결산 승인, 기금 및 찬조금의 모금,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예산 집행 

매 회계 년도별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 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 회계 년도말에 감사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6. 활 동 

8개의 상임 분과 위원회가 있으며, 법률과 세무 관계는 대외 

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늘어나는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포 사회의 다양한 특별활

동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1972년 7월 대한민국 거류

민회가 결성되어 한인친목단체로서 태동한 이래 이

제는 30여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명실상부한 한인커

뮤니티를 대표하는 민간 기관이 되었습니다. 회원이 

3만 5천여명에 이르는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친목과 화합,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한인회는 

교민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라는 새

로운 모토로 교민들과 함께 호

흡하려고 합니다.

승은호 한인회 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Korean Association Bldg. Jl.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Indonesia
전화 : +62-21-521-2515 (hunting)
팩스 : +62-21-521-2486(사무국)
         +62-21-526-8444(한인뉴스)
E-mail : yasko@indosat.net.id
Website : www.innekorean.o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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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동포안내문 배포 및 홍보

- 재외동포재단 해외사업 참여 및 홍보활동

. 특별 민원반 운영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관공

서 등 현장에서의 교민들의 많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특별 

민원반 운영.

담당 : 김재민(한인회 사무국장) 휴대폰 0818-870-242

         김성복, 휴대폰 0815-1177-1899

2.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교민이나 진출기업 임직원(인도네시아인 포함)은 누구든지 무

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이승민 변호사 (휴대폰 0816-1911245)

상담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법정공휴일 제외)

상담 장소 : 한인회관 1층 상담실

상담 범위 : 기업법무, 소송, 채권회수, 중재, 부동산, 노사문제,

현지진출, 세법, 출입국, 계약, 영주권, 국적, 상속, 

혼인, 재단설립 등 법률에 관련된 사항 

교민들을 위해 한인회(한인회 사무국)에서는 교민들의 

정착을 돕고 업무나 생활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애로점들을 듣고 

해결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업

무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인회

는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 교민들

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참조하시

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 업무

. 대 교민 민원 업무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업체의 투자 문의 

- 영사업무 관련서류 번역 - 혼인증명, 호적등본 등

- 경찰서 등 관공서 통역 및 번역 업무

- 한국 언론기관 취재 협조, 관련자료 제공

- 구인, 구직, 색인 문의 상담

-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현지 안내

- 재난 구호 성금 모금 활동 및 불우이웃 돕기 사업

한인회 사무국?

<한인회 조직 편제도>

경제 정책 분과위원회

교육 사회 분과위원회

기획 행정 분과위원회

문화 체육 분과위원회

상공 분과위원회

섭외 홍보 분과위원회

재무 회계 분과위원회

청년 분과위원회

한인뉴스 편집부

사무국

협력단

법률관계(변호사, 공증인)
PYL 법률사무소

대표 : 이승민

전화 : (021)529-60643

세무관계(회계사, 세무사)
REUNI BIZKOM

대표 : 이항주

전화 : (021)530-8973

상공회의소 자문관
장천수 코린도상무

민원반

회 장

수석부회장

한인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운영

위원의 조직 편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

무 분담을 위해 사무국과 협력단, 8개의 분과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회 부회장단이 

각 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젊

은 층 교민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년분과위원회

를 신설하는 등 교민들이 요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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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 위원회

분과위 명 위원장 전화

경제정책분과 조종수 부회장 574-1030

교육사회분과 박헌식 부회장 897-2141

기획행정분과 배도운 부회장 441-0363

문화체육분과 신기엽 부회장 252-5123

상공분과 송창근 부회장 5940-0920

섭외홍보분과 조규철 부회장 525-2258

재무회계분과 이민재 부회장 515-1919

청년분과 이진수 부회장 823-1440

<교육 사회 분과 위원회>

. 각종 강좌 개최
- 인도네시아의 한인들을 위한 각종 강좌를 기획, 지원

- 문화 탐방 교실, 인도네시아어 강좌 등

-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 인도네시아 고아원, 장애자 재활원, 양로원 등 사회 복지 

  시설 방문

분과위원회?

사용 언어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혹은 영어

상담 방법 : 대면 혹은 전화 상담

3. 한인증 발급을 통한 교민 혜택

.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혜책
한인회는 국내 8개 유수 의료기관과 의료협정을 체결하

고 있으며, 한인회에서 회원증을 발급받은 교민들에게 본

국에서 국민 보험 수가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

고 있음..

의료혜택 병원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 중앙대학교 의료원

- 한국 원자력연구소

-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 경희의료원

- 서울 아산병원 

-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한인회원증 미소지자도 진료가능)

*각 의료기관별 의료혜택 범위는 79페이지의 표 <의료

혜택 병원> 참조

4. 한인회 홈 페이지 운영

- 한인회는‘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라는

 컨셉으로 교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한인회 소개 및 소식, 상공회의소, 한인뉴스, 인도네시아뉴

 스, 생활정보, 참여마당, 민원상담, 기업디렉토리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한인회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인 

 [한인뉴스]를 매월 받아보실 수 없는 교민들을 위해  PDF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 www.innekorean.or.id

5. 한인회 도서관  운영

한인증을 소지한 교민들에 

한하여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도서관 소장 서적 무료 대여.

문의 : 한인회 사무국 (521-
2515)

6. 정기총회
- 운영 위원 정기 총회 회의 및 친선 운동 

- 이사회 정기 총회 회의 및 친선 운동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육, 문화, 예술, 경제, 홍보, 친목 

등 교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한인회 현재 총 8개 분과위원회

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민들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참

조하시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회 분과위원장

박헌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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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의 밤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한인 사회를 되돌아 보며 교

민들 간의 친선 도모 (격년 개최)

. 문체부 사무실 운영
각 문화 체육 관련 협의회를 

위한 문체부 사무실 운영  

. 각 특별 활동 단체 지원
문화 체육에 관련된 교민들

의 특별 활동 단체 지원 <기획 행정 분과 위원회>

- 한인 사회 Data 정비

- Web Site를 활용하여 한인 사회의 종합적인 Data를 정비

- 한인회 역사 자료의 Data Base화

기획 행정 분과위원장

배도운 부회장

<경제 정책 분과 위원회>

- 한인 경제 발전을 위한 인니 경제정책 분석

- 필요시 인니 경제정책 분석 세미나 개최

경제 정책 분과위원장

조종수 부회장

<문화 체육 분과 위원회>  

. 8.15 기념식 및 체육 대회
- 8.15 기념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방의 의미를 되새김.

- 교민 골프 대회, 일반인(학생 포함) 친선 체육 대회를 

 통한 교민들의 친선 도모

문화 체육 분과위원장

신기엽 부회장

<상공분과 위원회>

- 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 활동

- 국제 상공 회의소(IBC)의 회원으로 활동

- IBC 회원국인 외국인 상공회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상공인 단체(KADIN, APPINDO,KPEN)와 활발한 교류 및 협력 

- 인도네시아 경영인 총연합 (APINDO) 특별 회원으로 활동

- 인도네시아 경총의 특별회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양국 상공인의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

  는데 기여함

- 일간지 및 주요 정보 요약 및 번역 자료 제공 

- 인도네시아 일간지를 요약 Web Site를 통하여 회원사에 발송

-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관련자료 및 법안 등을 이메일이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

- 인도네시아의 관련 부서와 필요할 경우 간담회를 개최

상공 분과위원장

송창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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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니 관련 부서

  와의 유대관계 증진

-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를 통해 상공회의소

  소식과 경제관련 유용정보 제공 

. 총회
상공 회의소의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한 특별 총회 계획

상공회의소 활동 및 사업 계획, 회칙 개정, 예산 및 결산 심

의 및 보고

담당 : 남지화 간사

연락처 : 527-7539

이메일 : kocham@cbn.net.id

<섭외 홍보 분과 위원회>
. 한인 뉴스 발간 

- 매 월 1회 한인 뉴스 발행을 통해 한인회와 동 관련 

  단체, 대사관 동정 홍보

- 한인사회의 다양한 동정을 전하고 인니 법률, 경제, 

  문화 등 유익한 정보 공유

- 지방 한인회와 해외 한인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 한인사회의 소식 전달

담당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연락처 : 0818-916-566

이메일 : haninnews@naver.com

섭외 홍보 분과위원장

조규철 부회장

<재무 회계 분과 위원회>

. 회계 처리 및 각종 세무 업무
각 분과위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결산서 작성, 세무 

업무 처리

재무 회계 분과위원장

이민재 부회장

<청년 분과 위원회>
. 해외 각 지역의 청년회 네트워크 구성
. 인도네시아 교류증진 및 협력사업 강화

- 문화,체육,교육,홍보,봉사활동 등 협력강화
. 경영세미나 및 토론모임 정기 활성화

청년 분과위원장

이진수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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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한인회 역점사업
2008년도 한인회는 한인사회 내부의 요구와 대외적인 위상에 걸맞은 균형감 있는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한인사회’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 한인회 운영위원, 이사 확대
한인회는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 진정한 의견 수렴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 온라인 한인회 활성화
한인회는 지난해 개편한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를 통하여 교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

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 지방한인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각 지방에서 교민들의 권익신장과 교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한인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협력사업을 모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외국 한인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교류확대
글로벌 시대에 맞게 외국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제,문화,사회 등 교류 강화와 재외국민권익보호 등에 

앞장서겠습니다.

5. 정부의 해외지원사업에 적극 동참
재외동포재단 등 해외 동포사회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교민사회의 번영을 위한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6. 인도네시아 현지사회와 교류협력 확대
인니 한인사회 대표 대변 기관으로서 한인회는 적극적인 현지 교류 강화를 통해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혀가겠습니다.

7. 수익사업 통한 재원 창출
교민사회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8. 문화단체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
다양한 문화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 한인회원증 소지자의 혜택 확대
한인회에 정식 가입한 한인회원에 한해 현지와 모국에서의 혜택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10. 도서관 재정비 및 교민 문화공간 확보
교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안락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 불우이웃돕기 사업 확대
가정이 어려운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교민이 동참하는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 상공회의소 주간소식지 이메일 서비스
교민들의 현지 경제,투자,노동 등의 정보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이메일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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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한인회?

현재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들의 수는 3만 5천여 명을 헤아리고 있다. 자카르타와 주변지역에 

약 80~90%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수라바야, 반둥, 족자, 스마랑, 발리, 메단, 바땀 등 이제 

인도네시아 전국에 한국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민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각 지방에서도 한인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자생적으로 각 지방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한인회

를 구축하여 한인사회의 안전과 정착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40여 년을 바라보고 있는 한인사회는 이제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로서의 경제/사

회/문화영역 등에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 시점 각 지방 한인사회와

의 강한 네트워크 구성도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각 지방한인회에서는 항상 개방

적인 자세로 타 한인사회 교민들에게 많

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74  한인뉴스

지방한인회

메 단
회장 김 우 영   전화) 061-453-8669, 팩스) 061-414-3891, 휴대폰) 0811-607-130 
총무 김 석 원   휴대폰) 0812-609-6737

바 땀
회장 박 동 희   전화) 0778-392-014, 팩스) 0778-392-013, 휴대폰) 0811-693-720 
총무 김 용 태   휴대폰) 0811-697-482

반 둥
회장 엄 정 호   전화) 022-2041-773, 휴대폰) 0812-201-8309 
총무 강 석 희   휴대폰) 0813-2024-7878

발 리
회장 김 동 수   전화) 0361-728-894, 팩스) 0361-728-892, 휴대폰) 0811-394-551 
총무 김    철    휴대폰) 0361-741-9958,  김 효 찬  휴대폰) 0813-3822-6874

보 고 르
회장 한 현 봉   전화) 7782-2959, 팩스) 7783-1578, 휴대폰) 0818-845-392 
총무 이 철 훈   휴대폰) 0811-112-179

수까부미
회장 김 흥 기   전화) 0266-, 팩스) 0266-, 휴대폰) 0811-980-337 
총무 오 승 현   휴대폰) 0815-962-3316

수라바야
회장 임 택 선   전화) 031-568-8690/1, 팩스) 031-566-9927, 휴대폰) 0811-320-842 
총무 김 도 헌   휴대폰) 0812-358-2233

스 마 랑
회장 박 철 구   전화) 0298-522-296, 팩스) 0298-522-342, 휴대폰) 0812-286-0222 
총무 박 용 구   휴대폰) 0811-279-149

족 자
회장 조 현 보   전화) 0274-376-741, 팩스) 0274-371-116, 휴대폰) 0811-286-561 
총무 박 광 호   휴대폰) 0816-422-3329



2007년 한인회 주요 행사

2月
. 자카르타 홍수피해 대책회의

. 교민 홍수피해지역 실태조사
- Kelapa Gading, Cempaka Mas, KBN 공단, Cikarang 현대공단

. 교민 홍수피해가정 Aqua, Gas 긴급지원

. 수재민 돕기 캠페인 및 KBN 공단 입주 14개사 방역작업 실시

. 인니 고교생 및 대학생 한국주제 에세이 콘테스트

. 석웅치 사장( 대엽인도 ) 해외유공자 포상

3月
. 수해의연금 및 물품 전달

Rp. 325,904,900.-  USD 18,700.-   의류 : 9상자

- 교민 기업 : 19개사 ( Rp. 10,000,000.- / 기업)

- 교민 가정 : 45가정 ( Rp.  5,000,000.- / 가정)

- 현지 고아원 지원 (4곳)

. 고 신교환 회장 <젊은이여 세계로 웅비하라> 출판기념회 후원

. 박승호 포항시장 일행단과 간담회

4月
. 한-인니 우의림 식목행사
      
. 한-인니 경협 추진 현황 설명회 참여 

. 인도네시아 지역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후원
- 현재 파푸아 한글학교, 수라바야 토요한글학교, 밀알한글학교

(Tangerang,Cikarang), Jakarta한글학교를 포함 8개지역 10개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5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동포간담회

. 족자 초등학교 재건축 준공식 참석
- 2006년 5월 강진으로 무너진 Salakan II SD 초등학교를 한인사회 성금 

(USD 77,070.- Rp.367,839,700)으로 건립. 

. 한양대 국제협력병원과 지정병원 협약체결
- 종합검진 (20% 할인)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

- 의료협약체결병원은 총 8 곳으로 확대.

6月
. 2007년도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 2006년 결산 및 업무보고와 2007년 예산보고, 안건토의 

. 2007 재외동포문학공모

. 대한체육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 방문 및 간담회
- 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홍보 및 한-인니 체육교류 협력

. 2007 세계한인회장대회
- 재외동포사회의 역량결집과 한민족 공동체 형성도모

7月
. AFC ASEAN CUP 축구대회

- 인니 한인사회 역사상 최다 교민 약6,000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의미있

는 자리였으며 한인사회의 일치단결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음.

. 제4회 동남아 한상연합회 참석(발리에서 개최)

. 유도요노 대통령 내외 한국 국빈 방문
양국합의 사항:

① 양국의 역내 및 국제무대에서 무역자유화를 적극추진하고, 양국무역확대를 

위한 장관급협의체를 구성.

② 투자 및 산업관계자 지원을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설립.

③ 비자발급 요건 완화.

. 인니 대통령 초청 간담회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참여

8月
. 민주평통 제13기 서남아 협의회 출범 참여

. 8.15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 개회

. 제 9 회  아시아 소프트볼 선수권 대회  후원

. 2007년 제2차 경제 전망 간담회
- 최근 한-인니 경제협력관계 현황, 인니 경제동향,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9月
. 제14회 아시아 남자배구 선수권 대회 후원

10月
.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장소: 코엑스 오디토리움) 참석

.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 자카르타 방문시 한바다호 방문

. 제6차 세계한상대회 인니 한인상공인 참여
- 주요행사 : 업종별 비즈니스 상담회,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문

화행사

11月
. 이사회 총회 개최

. 인니 전국 7천만 그루 심기 운동 일환 한인사회 식목행사 개최

. 반둥한사모 <from Hasamo with Love> 참석

. Art Summit Indonesia 폐막공연-안애순 무용단 후원

. 제8회 한인미술협회전, 제3회 자필묵연전 후원

12月
. 전통문화의 밤 개최(JIKS 강당)

-  공연단 : S-Tarang

. 현지 고아원 방문

. 한인회 청년분과 위원회 신설 발기인 모임
-  분과위원장 : 이진수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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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조직도>

특별자문위원(3)

대사관/무역관/국세청

자문위원(6) 감 사(2)

회 장

부회장(5)

사무총장(1)

부 사무총장(1)

간 사(1)

상임
위원

봉
재

상임
위원

신 
발

상임
위원

금
융

상임
위원

상
사

상임
위원

완
구

상임
위원

에
너
지

상임
위원

건
설

상임
위원

관
광

상임
위원

유
통

상임
위원

가
발

상임
위원

악
기

상임
위원

신
발
관
련

상임
위원

IT

상임
위원

전
자

위
원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상공인의 개선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재

인니 한인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중요인사 예방 

임원단은 유관기관의 중요인사를 예방하고, 인니 정

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상공인 간담회 

유관기관의 중요인사를 초청하여 상공인과의 간담

회를 개최, 애로사항 등을 토론하며 이를 유관기관

에 공동건의 한다. 

세무 설명회 

유관기관의 중요인사 및 현지에 경험이 많은 한국인 

인사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무관리 간담회 

업종별,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하여 사전 논의하

고 인니 정부에 건의 수렴토록 노력한다. 

각 업종의 공동 관심사 및 필요한 근로계약을 논의

한다. 

노조관리의 효율성과 최대한의 노동쟁의 파업을 줄

이기 위해 각 업종간의 미담 및 방안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경영에 참작 할 수 있게 한다. 

경제 윤리 및 상도덕 확립 노력

기타 상공업의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필요 시 연1회 상공인의 밤을 개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Indonesia
Korean Association BLDG.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Indonesia.

전화
+62-21-527-7539
팩스
+62-21-5296-0586
E-Mail : kocham@cbn.net.id

담당 : 남지화 간사

연락처 : 527-7539

이메일 : kocham@cbn.net.id



주요활동
. 국제상공회의소(IBC) 월례 조찬회의 참석재인니 외국상

의간 연합체로 정부, 인니상의 및 경총과 긴밀히 협조

회원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말레

이시아,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한국, 필리

핀, 싱가폴, 대만, 태국, 유로 챔버(18개 상의)  

. 기업체 상담 및 현지진출 관련 정보 제공

외국계 기업의 한인기업에 관한 문의 및 협력요청

한국에서 인니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상담 및 

현지정보제공 

. 2007 신규 세법 번역 및 세무관련 상담 및 자문 제공

- 장천수 국세청 자문위원 

신규세법은 홈페이지에 게재 및 회원사 및 신청자에게 이

메일 송부

. 2007년 12월 부터 <주간 상공회의소 소식> 이메일로 서비

스 실시

- 문의 : 한인상공회의소 남지화 간사

  업종별 협의회

협의회명 회 장 회 사 명 전 화 

유통 김 우재 무궁화 7222214

관광 승 주호 하나관광 5202450

악기 이 영호 삼익 8230538

금융 조 종수 외환은행 5741030

봉제 김 경곤 PT. SUKWANG 7902721

IT 황 환규 PT. Kornet Indonesia 8306706/7

전자 박 수철 PT.Kepsonic 8972191

모발제품 이 현상 PT.Royal Korindah 6610349

에너지 권 흠삼 한국석유 공사 57932517

상사 조 찬구 삼성물산 3983-7001

완구 이 종후 성원 (0267)401193

신발 서 행원 PT. Garuda Indawa 596-0445

건설 정 태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527-8182

업종별 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는 14개 분야의 업종별 협의회를 상

임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가 약 1200개의 전체 재인니 한인 기

업인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경제인 단체로서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인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각 분

야의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사를 기획

하며, 한인기업인을 대표하여 한국과 인니의 국내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업종별 협의회는 각기 특

색을 달리하는 업종별로 조직되어 해당 분야에 필요

한 전문적인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업종별의 노

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협의회원 간의 교류 뿐 아니라 

현지 동종업계와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회원

사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

회의소의 모든 행사는 업종별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

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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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공회의소 주요 행사

1月
. 경제 조정부 미팅 참여

논의 : 1. 메단, 발리 및 고론탈로에서 개최된 지역 투자환경 및 잠재력

         2. 외국 투자 환경 정책의 적용 계획

2月
. Indonesia Country Program(ICP) Luncheon 참여

연사 :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 아당 도로자뚠

내용 : 인도네시아의 사회안정과 주지사 선거 관련 이슈

. 고론탈로와 남부술라웨시주의 투자기회에 관한 세미나 참여

. 경제조정부 북부타파눌리 투자진흥 회의  참여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상공회의소 및 정부 기관 관련자들 참석 인니와의 경

제협력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논의

3月
. 인니 수출진흥 간담회 참여

주최 : 상업부 장관 마리 빵에스투(Mari E Pangestu)

목적 : 한인 수출주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  

         수출관련 정책수립에 한인 기업의 의견 반영 

. 경협 사전실무조사단 방문시 참여
단장 : 산자부 김정관 자원개발본부장, 24개 기관 36명 참여 

         - 인니 정부부처와 국영기업 및 주요기업을 방문, 

         - 인니측과 4월말의 경제사절단의 방문일정 및 안건 논의.

4月
. 신 투자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

주최 : 상업부 장관 마리 빵에스투

목적 : 신 투자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인의 의견수렴 

.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방문
80여 기관 160여명 파견, 자원개발, 원전 및 도로건설 등 8개분야 40 여

개 사업 집중논의

. KOTRA 투자진출사무소 개소식 참여

6月
. 한-ASEAN FTA 설명회 참여

내용 : 한-ASEAN FTA 발효에 따른 기업인의 대응방안 모색

7月
. 인니 해외 투자진흥전시회 및 세미나 사전 준비 모임 

주최 : 외국투자정책 담당 차관보 바리스 파셍(Bahris Paseng)

논의 : 투자조정청 주관으로 7월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인니 해외 

         투자 진흥 전시회 및 세미나 관련 준비모임. 

. KADIN 회의
장소 : AEBC Room, Menara Kadin 29th.

내용 : 인니투자제한 및 금지목록(대통령령 No. 76,77)의 변경에 관한 논의 

 . 유도요노 대통령 내외 한국 국빈 방문 수행 참여

 . 유도요노 대통령 초청 국빈 오찬 간담회 참석

 . 제 1차 한-인니 에너지 포럼(신라호텔) 참석 

8月
 . 인니 종합 투자 상담회 참여

목적 : 인도네시아의 대한 투자 유치 증대

 . 2007년 제2차 경제 전망 간담회 참석
최근 한-인니 경제협력관계 현황, 인니 경제동향,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9月
 . 제 1차 한-인니 투자협력위원회 참여

우리 기업의 애로해결 창구로 본격 출범

주요 프로그램 : - 인니 정부 투자지원정책 소개 (BKPM 루트피 청장)

                     - 투자기업 경영세미나 : 주식회사법 강연

                     - 질의 응답 : 인니 정부 관계자. 

 . KADIN 회의 참석
투자법규 및 관련 이슈 논의

10月
 . 제6차 세계한상대회 참여

업종별 비즈니스 상담회,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문화행사 

 . 부산상의와 자매결연 체결
목적 : 부산과 재 인니 동포 기업인간에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기업의 통상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 제 6차 세계한상대회 부산상의 주관 행사 참석

 . 부산 세계 한상비즈니스센터(상설)개소식 참석
비즈니스 디렉토리 비치, 컴퓨터 검색, 카다로그 전시, 공장견학 및 상담 알선, 재

외한상간 정보 제공 등.

 . 해외진출 성공사례 조찬 세미나
- 승은호 회장과 GE코리아 강석진 회장 강연. 

 . 중남미 한상연합회와 동남아 한상연합회 간 업무협력(MoU)체결
한상대회에 참가한 재외 동포 단체 간에 최초 협력 체결

중남미의 자원과 동남아의 무역업을 중심으로 업무제휴 추진 계획.

11月
 . KADIN 회의 참석

투자금지 및 조건부 허용 목록(Negative list) 개정안에 관한 논의

12月
 . <주간 상공회의소 소식> 이메일로 서비스 실시 시작

문의 : 한인상공회의소 남지화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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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원 등록 안내
1.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회 회칙을 준수하
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결의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2. 등록절차

구비서류 
여권, KITAS (KITAP) 사본 각 1부. 
사진 (2x3) 2장. 
등록신청서 작성 (한인회 비치)

한인회원증 발급

3. 회비납부
- 개인 USD 12 / 년,  가족 USD 20 / 년

4. 회원혜택
- 의료 협정 체결 병원(국내)에서 진료 시 의료혜택(표-1 참조)
- 한인회 지정 가맹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추후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공지) 
- 한인회 도서관 이용, 무료 대출 
- 무료 법률상담실 이용

의료혜택 병원

번호 의료기관 전화/팩스 의료혜택사항 지참서류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361-5114
팩스: 02)313-9028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여권

2
중앙대학교 의료원

(용산, 필동)
전화: 02)748-9900
팩스: 02)798-474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20% 할인
  (부속 필동병원에서 시행)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료의 30% 할인
  (입원에 한함)

한인회원증

3 한국원자력연구소
전화: 02)970-1622
팩스: 02)970-129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4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전화: 02)2639-5021
팩스: 02)2676-0980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전화: 02)2650-2611
팩스: 02)2650-5051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한인회원증

6 경희의료원
전화: 02)958-9618~9
팩스: 958-960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여자: 유방, 자궁암검사 포함)
- 팩스를 이용한 건강상담

한인회원증
진료의뢰서

7 서울 아산병원
전화: 02)3010-3114
팩스: 02)3010-3113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8
한양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병원

전화: 02)2290-9550~2
팩스: 02)2290-9567
ich@hmc.hanyang.ac.kr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불필요

국민건강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
- 국민건강수가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요양급여비용
- 일반수가 : 1) 행위료 : 국민건강수가의 2배 적용

2) 의약품, 진료재료 등 : 국민건강수가의 1.5배 적용
3) 일반수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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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등록 신청서 (남,녀)

                         일자 :

사진(2X3)
성  명

(한글)

(영문)

생  년  월  일

한국
본  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인도네시아
1                             Tel.

2                             Tel.

회사명
및

주소

1                             Tel.

2                             Tel.

입국일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비 자 (상용), (취업), (기타) KIM’S
NO. :

유효기간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여권번호 유효기간

                        20       .         .          .   (서명)

(증명사진 2매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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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특별활동 강좌 안내

< 인니어 강좌 >

교육내용 : 

기초 과정부터 정통 인니어 구사까지 문법, 회화, 

인니 생활정보, 문화,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

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문화탐방 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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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 가야금 강좌 >  신규

강좌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2:30

               (차후 공지 예정)

강의실 : 한인회 강당 2층

지도강사 : 이수은

연락처 : 0815-1902-0619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MAN 1 PANIN BANK 

CENTRE
720-7322,
726-2703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 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252-0077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이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
8983-59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453-3055

VISA, MAS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TER 10%

뉴서울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SEL 723-6238
VISA, MASTER,

BCA
5%

한인회 지정 가맹점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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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당선.. 印尼 경제발전 기대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인 출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

라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간 자카르타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의 국제관계전문가 반따

르또 반도로 박사는  “인도네시아가 노무현  대통령과 좋은 관

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새 대통령도 현재의 대인도네시아 정책

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한국과의 경제관계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인도

네시아 정부와 경제인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신문은 1면에서 이 당선자가 현대사장을 역임한 첫 번째 경

제인 출신 대통령으로, 한국인들은 그가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7번째 투자국이다. 2006년 인도네시아 정부자료에 따

르면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수출액은 76억9400만 달러, 수입액 

28억7600만 달러 그리고  무역흑자는 48억1800만 달러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4번째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의 대인도네

시아 투자액은 48억달러에 달하고 1천2백여개의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다. 한편 한국에 취업한 인도네시아 근

로자는 3만5천명 가량 된다. [스피드뉴스]

불꽃놀이와 기도회로 시작한 2008년
인도네시아의 2008년은 화려한 불꽃놀이와 송구영신 기도회 

그리고 콘서트와 함께 시작됐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은 과거의 경험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교훈을 얻자고 강조했다

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시민 수십만 명이 31일 밤 모나스 광장, 안쫄해안 그

리고 따만미니 공원에 모여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를 맞았다.

시내 곳곳에 산재한 이슬람사원에서는 120만 명 이상이 모여 

인도네시아에 자연재해가 멈추고 평화로운 삶을 살며, 무슬림

들이 신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원하며 철야기도를 했다. 

한편 중부자와와 동부자와 지역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로 백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6만 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

하는 등 우울한 새해를 맞았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과거의 발전을 계승하고 좋은 성과를 유지하면서 미래

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신년전야에 대통령궁 내에 있는 이슬람사원

에서 열린 송구영신기도회`dzikir`에 참석해, “우리는 낙관적이

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른 

궤도에 들어섰음을 확신하시오”라고 말했다. 

유숩 깔라 부통령과 가족들은 31일 저녁 중부자카르타 순다 끌

라빠 이슬람사원에서 열린기도회에 참석하고, 산사태와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수딴또 국립경찰청장은 새해맞이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전국

적으로 폭력사태나 폭탄위협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새해전

야에 자카르타에만 17,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스피드뉴스]

<세모 풍경> 변화하는 자카르타
상하(常夏)의 나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세밑 풍경이 해

가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지라 아직까지 타종교에 대해 개방적이

지 못해 한국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은 

찾아볼 수 없지만, 12월 초부터 쇼핑몰과 호텔에 제법 멋진 크

리스마스 장식들이 등장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 자카르타에서도 크리스마스 케롤과 빨

간 옷의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한 풍경이 되었다. 쇼핑몰에서 

만나는 연말세일이라는 큰 글씨,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판매원 

그리고 곳곳에 자리잡은 눈사람과 썰매가 개방사회로 가는 이

슬람국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여서 연말 모임이 

잦아진다 해도 거리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광경을 보기 

힘들다. 대신 보행자가 많은 거리에는 화려한 색상의 종이나팔

을 파는 노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새해가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다.

새해전야인 31일 자정에는 대통령궁 앞에 위치한 모나스 광장

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부는 나팔소리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로 자카르타가 북새통을 이룬다.

최근 수년 사이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새해전야 행사를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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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모나스 광장, 안쫄놀이공원 및 민속촌 ‘따만미니’ 등에

서 인기가수의 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수백만 명의 사

람들이 모여 새해를 맞는 풍속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보

신각 종 대신 종이나팔을 부는 것은 한국과 다른 모습이다.

사람들은 행사가 끝나면 무리를 지어 트럭이나 전세버스에 올

라타 종이나팔을 불고 드럼통이나 생수통을 두드리며 동이 틀 

때까지 거리를 질주한다. [스피드뉴스]

새해 전야 자카르타 중심도로 교통통제
새해 전야인 31일 모나스 광장에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며, 이

곳 주변 도로는 차량이 진입이 일시 중단된다고 뉴스포털 더띡

콤이 29일 보도했다.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시간은 31일 16시부터 익일 2시까지이

며, 해당 구간은 다음과 같다. 잘란 땀린(중앙은행-사리나백화

점), 잘란 머르데까 슬라딴, 잘란 머르데까 바랏, 잘란 베테란 I 

II III, 하르모니 방면에서 잘란 마자빠힛, 잘란 무시움, 잘란 압둘 

무이스 방면에서  잘란 비디 꺼물리아안.

자카르타 교통통제센터는 이날 밤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 주민 4백만명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시내 중심지

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했다. [스피드뉴스]

印尼 자바섬서 산사태로 88명 사망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지방에서 25일 하루 동안 계속된 폭우

로 산사태가 발생해 88명이 사망하고 십여명이 실종됐다고 뉴

스포털 더띡콤이 27일 보도했다.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400km 떨어진 중부자와주

(州) 까랑안야르군(郡)과 워노기리군에 25일부터 내린 집중호

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각각 66명과 1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종자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희생자는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지방정부 관계자는 “관내 7개 면(面)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

했다”며 “도로와 교량이 끊어져 장비지원이 지연돼 민관군

이 재래식 장비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신속한 구조와 

구호를 요청했다.

자바섬에는 불법벌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로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 매년 우기에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스피드뉴스]

印尼 무슬림 성지순례 중 219명 사망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 ‘하지’를 떠난 인도네시아 무

슬림 가운데 219명이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에 하지에 참가한 총 

21만명 가운데 26일까지 21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주로 

50세 이상의 고령자로 과로와 기후차이로 인한 심장마비와 고

혈압이 원인이었다. 

관계자는 2006년에는 하지 참가자 중 318명이 사망했으나, 금

년에 의료서비스가 개선돼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 관계자

는 “일부 무슬림들이 성지에서 숨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며,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무슬림들은 하지 때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며, 인도네

시아인들도 평생 모은 돈으로 노년에 성지순례를 떠난다.

쿠란에 따르면 무슬림은 성지인 메카의 카바 신전을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찾아야 하며, 주로 이슬람력 12월이 시작된 뒤 

10일 이내에 성지순례를 하게 된다. 

성지순례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이슬람력 12월 8~10일이며, 

금년에는 양력으로 12월 17~19일이었다. [스피드뉴스]  

굿모닝신한증권 `아시아리서치 포럼` 
서부자와주 찌레본 경찰서가 포르말린을 포함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섞어서 만든 가짜 맥주 제조공장을 적발했다고 안따라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찌레본 두구 수마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제의 공장에

서 트럭 적재칸이 덮개로 가려진 채 매일 출고되는 것을 의심

해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이 공장을 압수수색해 앙꺼르 맥주 83궤짝, 기네스 흑맥

주 43궤짝 및 탄산음료 62퀘작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 외에

도 포르말린 수십 병, 색소, 가짜 상표 및 기계장비를 압수했으

며 용의자 7명을 체포했다. [스피드뉴스] 

인니 경총 노동법 개정 협상 준비
인도네시아 경총(Apindo)은 내년,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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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을 통한 2003년 제 

13호 노동법의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회장 소피안 와난디는 경총은 2008년에 노동법 개정을 다

시 제안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사간의 이해관계의 중재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소피얀은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생산성 향

상을 주문할 것이라며, 현재 경총은 노동자 생산성을 계산하는 

도식을 준비중이며 2008년 임금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또한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반하는 노동자 퇴직규

정의 변경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퇴직

금 규정은 연금법(UU Pensiun), 사회보장법(UU Jaminan Sosial 

Tenaga Kerja), 및 노동법(UU Ketenagakerjaan)의 세 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고 있다며, 노동법이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 노동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동기부여를 하

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1.27.화)

印尼 자바섬서 산사태로 78명 사망(종합)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지방에서 하루 동안 계속된 폭우로 산

사태가 발생해 7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

다.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400km 떨어진 중부자바주

(州) 카랑안야르군(郡)에 2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

태와 홍수로 78명이 숨졌으며 실종자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희

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에코 프라잇노 구조팀장은 카랑안야르에서 61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숨지고 인근 오노기리에서도 1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

다. 그는 수천 채의 가옥이 침수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방정부 관계자는 “관내 7개 면(面) 곳곳에서 산사태

가 발생했다”며 “도로와 교량이 끊어져 장비지원이 지연돼 

민관군이 재래식 장비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바섬에는 불법벌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로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 매년 우기에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印尼 쓰나미 3주년…재건 구슬땀 
3년전 12월 26일 인도양 연안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쓰

나미 발생 3주년을 맞아 26일 인도네시아 등 재해지역에서 추

도식을 더불어 재난 대피 훈련이 시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수천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행사 전 경보음이 울리자 즉시 자바 해안의 언덕으로 대피했다. 

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에 대비한 훈련.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대피 훈련

을 지켜보면서 “대피 훈련은 진도 8.5 이상의 지진이 발생

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행되는 것이며 반복되는 연습으로 실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

다”고 전했다. 

3년전 발생한 쓰나미는 12개 나라에서 23만명의 목숨을 앗아

가고 200만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이후 인도양 연안 등지에서는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해 위험

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곳곳에 설치했으며 재건 프

로그램을 통해 피해 지역에 집을 세우고 길을 닦는 성과를 낳

았다.

인도네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수마트라섬은 쓰나미로 인한 최

대 재해지역으로 쓰나미섬의 아체주 지역은 사고 당시 17만명

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

해를 막기 위해 재난에 대비 간헐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해오

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의 진동으로 발

생할 수 있는 거센 파도 등을 감지하기 위한 부표를 11군데

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부표를 통해 진동 발

생 5분 이내에 쓰나미 발생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체 지역을 중심으로 부흥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약 10만2000호의 주택 건설 목표를 가지고 내년 

4월까지 12만 호의 주택 건설을 끝낼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스포츠강국 위상 되찾자” 
 동남아시안(SEA) 게임 4위 목표 달성…상승세 노려 

90년대 중후반 동남아의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자랑하던 인도

네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지

난 6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나컨 라차시마에서 개최된 제 24회 

동남아시안게임 (일명 SEA 게임/Southeast Asian Games)에

서 인도네시아는 금메달 수에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지만 종합순위 4위 목표를 달성하면서 재도약의 가능성을 보

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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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게임은 1959년 태국,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6개국의 참여

로 창설돼 매 2년마다 열리는 대회다. 인도네시아는 1977년 말

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9회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

후부터 1997년까지 20여년동안, 1985년과 1995년에 태국이 

주최한 2번의 대회를 제외하곤 모든 경기에서 1위의 왕좌를 굳

힌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왕좌를 지킨 1997년 제 10회 자카르

타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194개 획득, 82개로 2위인 태국을 엄

청난 차이로 따 돌렸다. 

 90년대 중후반 11번 대회 중 9번 우승
   스포츠강국 자리 지켜 
그러한 인도네시아의 화려한 명성은 1999년 대회 이후부터 역

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005년 23회 대회에서는 5위라는 불

명예까지 기록했다. 이번 24회 대회에서 인도네시아는 종합순

위 4위, 금메달 65개라는 수수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비록 금

메달은 56개밖에 확보 못했지만 종합순위는 달성하여 그동안

의 하향세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24회 대회에는 45개 종목에 동남아 11개 국가(인도네

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지아,싱가폴,베트남,미얀마,라오스,브

루나이, 캄보디아,동 티모르)의 선수단 6541명이 출전했다. 

1959년 첫 개최 때 12개 종목에 6개국 657명이 출전한 것에 

비하면 약 반세기를 거치면서 종목이나 출전인원 규모가 엄청

나게 증가한 것이다. 

경기종목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주 종목 외에 잔디구장 

볼링(Lawn Bowls), 당구, 보디빌딩, 뻬탕크(Petanque), 당구, 럭

비 등이 있다. 무도로는 태권도외에, 유도, 가라데 등이 있고 또 

세팍타크로(Sepak Takraw), 무에타이(Muaythai), 우슈(Wushu), 

펜짝 실락(Pencak Silat),용선 경주(Dragon boat racing) 등과 같

은 이 지역 특유의 종목들도 포함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38개 종목에 542명이 출전, 선수단 규모로는 태

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5번째 큰 규모였다. 4위

인 인도네시아는 금 56,은 64,동83개를 획득하였다. 1위는 주최

국이면서 전통적 강국인 태국(금 183,은 123, 동 103개)이, 2위

는 말레이시아(금 68,은 52,동 96), 3위는 베트남(금64,은 58,동 

82), 5위는 싱가폴(금 43, 은43, 동41개)이고 11위인 동티모르

는 금이나 은메달은 하나도 없고 동메달만 3개를 확보하였다. 

SEA게임에서는 몇 개 종목에서 전통적인 라이벌국가가 있다. 

복싱에는 태국과 필리핀이 강적이고, 배드민턴은 말레이시아

와 인도네시아가 강적이다. 배드민턴에서 인도네시아는 금메

달 7개 전부를 석권, 배드민턴에 관한한 1인자의 위용을 자랑

하였다. 

 한국에서 전지 훈련한 양궁팀, 좋은 성과 기록 
양궁과 태권도팀은 올해 10~11월 특별히 한국에서 전지훈

련을 하고 출전했는데, 양궁팀은 금 3,은 5,동 1개를 확보해 

2005년 대회(금 1,은2,동1)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전

지훈련의 값어치를 보여줬다. 

반면 한국대사관이 2006년부터 매년 대사배 전국 태권도대회

를 개최하며 관심을 쏟아온 태권도는 2005년대회(금 2,은 3,동 

6개)보다 적은 금,은,동메달 각 1개를 획득, 실망스런 결과를 보

여줬다. 

한국에서의 전지훈련은 2006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제의한 체육교류 협

력 증대 요청에 따라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07년 4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인니 

체육회를 방문하였고, 인니 체육회는 한국의 강세종목인 이 두 

종목에 대한 전지훈련 지원을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SEA게임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 매우 중요한 

스포츠대회다. 동남아 국가의 대부분이 아시안게임이나 그이상

의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에 참가해 어느 정도의 

메달을 획득하고 순위를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SEA게임을 가치있는 대회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향한 디딤돌로 보는 것이다. 

 SEA게임을 체육 활성화 시험대로 설정
2007년 3월 중순 인도네시아 체육회(KONI)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회장으로 선출된 리따 수보워(Rita Subowo) 회장은 취임 

이후 침체되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체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SEA게임을 첫 시험대로 정했다. 이에 따라 

24회 SEA게임의 종합순위를 종전 대회보다 한 단계 위인 4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주재국 언론이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4위 목표

달성이 인니 스포츠의 하향세를 멈추고 재도약의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금메달 목표는 달성하지 못

해 명실상부한 진전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정부의 체육계 지원

확대, 과학적 체육훈련 도입, 현재의 구세대 선수를 신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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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히 교체, 국제대회 우승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책 등

을 주문하였다. 

이번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약 70%는 종전대회에 참가

한 구 인물이다. 인도네시아 체육계는 우선 메달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이들 선수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이들

이 퇴진할 경우 후속 신진 세대가 많이 부족하다. 반면 싱가폴은 

신진 선수로의 교체가 가장 많은 국가이고 SEA게임뿐만 아니

라 올림픽 대회까지 목표를 둔다고 인니 측은 분석하고 있다. 

차기 대회인 제 25회 SEA게임은 2009년 라오스의 수도 비안

티안에서 개최된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8월에 제 1회 해변 

아시안(Beach Asian) 게임을 발리에서 개최하고, 2011년에는 

4번째의 SEA게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 결과가 인니 체육대

회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가 궁금하다. 인도네시아가 과거

의 스포츠 강국 명예를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윤문한 주 인도네시아 홍보관>

印尼 쓰나미 3주년…재건 구슬땀 
3년전 12월 26일 인도양 연안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쓰

나미 발생 3주년을 맞아 26일 인도네시아 등 재해지역에서 추

도식을 더불어 재난 대피 훈련이 시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수천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행사 전 경보음이 울리자 즉시 자바 해안의 언덕으로 대피했다. 

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에 대비한 훈련.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대피 훈련

을 지켜보면서 “대피 훈련은 진도 8.5 이상의 지진이 발생

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행되는 것이며 반복되는 연습으로 실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

다”고 전했다. 

3년전 발생한 쓰나미는 12개 나라에서 23만명의 목숨을 앗아

가고 200만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이후 인도양 연안 등지에서는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해 위험

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곳곳에 설치했으며 재건 프

로그램을 통해 피해 지역에 집을 세우고 길을 닦는 성과를 낳

았다.

인도네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수마트라섬은 쓰나미로 인한 최

대 재해지역으로 쓰나미섬의 아체주 지역은 사고 당시 17만명

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

해를 막기 위해 재난에 대비 간헐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해오

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의 진동으로 발

생할 수 있는 거센 파도 등을 감지하기 위한 부표를 11군데

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부표를 통해 진동 발

생 5분 이내에 쓰나미 발생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체 지역을 중심으로 부흥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약 10만2000호의 주택 건설 목표를 가지고 내년 

4월까지 12만 호의 주택 건설을 끝낼 계획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2008 아세안 컵 개최국으로 선정
아세안 축구 대회를 위한 길고 긴 주최 레이스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공동개최하기로 결정되면서 마침내 끝이 났다.

zoom - galleria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을 포함한 다섯 후

보국에 대한 자세한 조사 끝에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개최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개최국들은 선정이 끝난 후에도 협회가 정한 이행사항 

등을 다 준수해야 하며 이에 실패할 시 개최권은 베트남으로 넘

어가게 된다.

장려금과 대회 상금은 우승팀에게 미화 10만 달러, 준우승팀 

5만 달러, 3·4위 팀에게는 각각 1만 5천 달러씩 지급되는 등 

전 대회와 동일하다.

조 예선 추첨과 예선 대회는 모두 2008년 7월에 시작할 예정

이며 본선대회는 2008년 12월 5일에서 23일 연기되어 28일 

날 열린다.

일본, 인도네시아 간호사등 1000명 고용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내년

부터 1000명의 간호사와 간병인(개호직원)을 받아 들일 예정이

라고 AFP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니케이 신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일본 정부가 풀타

임으로 일할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을 초청하는 것은 인도네

시아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계약으로 인

도네시아의 간호사 200명과 간병인 300명을 수용하고 성과를 

거둘 경우 3년째에 초청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런 계획은 필리핀과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일본과 필리핀

이 FTA를 체결하지 못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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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 4만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014년에는 45만에서 55만명의 간호 인력이 모자

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2013년 의무 감축 
‘발리 로드맵’ 채택… 수출등 산업 비상 

2013년 이후에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

가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계 9위의 온

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렸

다.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는 등 산업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고 지난 15일 폐막했다. 로드맵에서

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끝까

지 거부했던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감축협상 테이

블에 앉게 된다. 개도국인 중국·인도 등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개도국의 지위를 내세워 이산화탄소 감

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론만 내세웠던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감축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1990년 대비 5.2% 감축’보다 강

력한 감축안을 내놓고, 개도국들도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정해

야 한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법은 2년간의 협상기간을 거

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기후변화 총회에

서 결정된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

하는 우리나라도 ‘포스트 2012’ 체제에서는 더이상 온실가

스 감축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으며, 산업 전반에 비상

이 걸렸다. 원료를 수입, 제조업에 치중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

리나라는 수출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하나銀, 인도네시아 ‘빈탕 마눙갈 은행’인수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빈탕 마눙갈 은행’을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수에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고 현지 사정에 밝은 IFC를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시켜 기존 주주를 남게 해 현지 시장정보

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독출자의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 지분구

조는 하나은행 61%, IFC 19%, 기존 주주인 인도네시아 현지주

주 20%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주총에서 은행명을 ‘PT Bank Hana’로 변경하고 

이정세 전 하나생명 사장을 은행장으로 선임했다. ‘PT Bank 

Hana’는 국내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현지은행으로 경영

진과 직원 대부분이 현지인으로 구성해 철처히 현지화 전략

을 추구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인수 직후 유상증자를 통해 이 은행의 자기자

본을 U$15백만불 로 확대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도 

계획하고 있다. 또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상 기업금융을 확

대하고 기존 고객대상 중기대출과  Micro 금융 등 소매금융 강

화를 통해 5년내 지점망 200여개의 인도네시아 대형은행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2015년까지 아시아 기반의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현재 중국, 인도, 베트남지역 진출을 추

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베트남 현지사무소를 설립했고 연내 자

본금 2천5백억원 규모의 중국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인도 

뉴델리에도 사무소 개설을 추진중이다.

인도네시아 10년래 식량 위기 직면
인도네시아가 농지 부족으로 10년래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

라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로 인구

가 많은 인도네시아(약 2억5000만명)는 농지를 60만헥타르 추

가해 쌀 생산을 오는 2009까지 180만톤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경작할 경기가 그렇제 많지 않다고 이 신문은 전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경작지들이 공장이나 주택을 짓기 

위해 전용되고 있다. 새로 경작할 농지의 부족은 결국 식량 부

족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지금도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연간 5689만톤의 쌀과 1324만톤의 옥수수

를 생산하고 있다.

印尼 대통령 “올 경제성장률 7% 기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08년에 소비지

출과 인프라 투자 증가 덕에 경제성장률이 7%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2일 말했다.

안타라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은 미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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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SX) 2008년 거래 

개시 기념식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07년에 6% 그

리고 2008년에 7%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와 투자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는 발전소, 고속

도로, 주택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디리 증권의 경제분석가 알디안 탈로푸트라는 “대통

령의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괄목할 만큼 증가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빈곤타파를 위해 3,700만명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연간 22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

정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유치한 투자액

은 60억달러에 불과했다.

“작년 항공기 추락사고로 965명 사망”
인니 항공안전 개선 여전히 더뎌 
   전년比 25% ↓..44년만에 추락건수 최저

2007년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추락사고 건수가 44년래 가장 

적었던 해로 기록됐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항공기 추락 기록사무소’(ACRO)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전 세계 항공기 추락사고는 모두 

136건으로 전년의 164건에 비해 32건 줄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항공기 추락사고 사망자는 965명으로 전년대

비 25% 감소했다.

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작년 항공여객 수는 

3% 이상 증가, 약 22억명으로 추산됐다.

북미지역이 작년 항공기 추락사고의 32%를 차지했으며 특히 

미국에서만 34건의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또 아시아가 23%, 아프리카 14%, 남미와 유럽이 각각 10%, 중

미 9%, 대양주 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는 작년 6월17일 브라질 상파울루

에서 발생했던 TAM 브라질 에어버스 A320 추락사고였으며 이 

사고로 모두 19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항공기종별로는 에어버스가 4대 추락한 반면 보잉 기종은 8대

가 추락했다.

ACRO 소장 로낭 위베르는 해가 갈수록 항공여행이 점점 더 안

전해지고 있지만 콩고민주공화국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를 포

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 안전성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디

다고 지적했다. 

 

印尼 자바섬 홍수.. 사망.실종 등 이재민 6만명 
인도네시아 본섬인 자바섬이 새해 벽두부터 홍수와 산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1일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25일부터 자바섬 중부

와 동부지역에 계속된 폭우로 솔로 강이 범람해 많은 지역이 침

수됐으며,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일 현재까지 13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6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와 철도가 끊겼다.

자바섬에서 가장 큰 하천인 솔로강은 중부 자바의 중심지이자 

왕궁과 바틱산업으로 유명한 관광지 솔로시(市)를 관통한 후 동

쪽으로 광활한 평야를 지나 인도네시아 2위 도시인 수라바야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맘 우토모 동부 자바 주지사는 “동부 자바 주(州) 보조네고로 

군(郡)은 80% 이상이 침수됐고, 물이 2m나 차올라 주택, 상점 및 

빌딩이 물에 잠기면서 거대한 호수처럼 됐다”고 전했다. 

보건부 재난센터의 루스탐 파카야 국장은 “현재 홍수가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지역이 침수됐고 상황이 점점 악

화되고 있다”며 “피해지역으로 식량, 의약품, 생수 및 의료진

을 보냈다”고 말했다.

파카야 국장은 또 홍수로 고립된 지역이 많아 구조대가 헬리콥

터와 고무보트를 이용해 식량을 수송하고 지붕으로 대피한 주

민을 구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홍수로 페트로차이나(PetroChina)가 운영하는 투반 광구

의 유정 4개가 침수되어 원유생산량이 10%가량 감소했다. 투

반 광구의 원유생산량은 일일 8천 배럴 가량이다.

자바섬에는 불법벌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로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 매년 우기에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시장 가이드 발간 
외교통상부는 2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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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주

도하고 있는 중남미 및 동남아 6개국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 

법.제도, 진출 장애 요인, 유의 사항, 투자 전략 등을 수록한 `바

이오에너지시장 진출 가이드’를 발간했다. 

印尼 ‘2008 인도네시아 방문의 해’ 선포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8년을 ‘인도네시아 방문의 해(VIY 2008)’로 

공식 선언했다고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제로 와칙 인도네시아 문화관광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밤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2008 인도네시아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외국인관광객 700만명 유치 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제로 장관은 “외국관광객을 위한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준비할 것”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널리 알리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에 이어 두번째인 ‘2008 인도네시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는 한 해 동안 100건 이상의 국제

행사와 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관광홍보를 위해 1천5백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특히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및 중국 등 국가에 관광홍보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수입은 지난해 45억달러였고, 금년에는 

55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량 된다. 

印尼 대통령 “부토 암살 경악”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이 파키스탄 야당지도자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암살 소식

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테러리스트들을 비난했다고 관

영 안타라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디노 파티 잘랄 대통령대변인을 통해 발표

한 성명서에서 “이번 비극이 파키스탄 민주화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파키스탄 정부가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파키스탄이 이번 사태로 민

주화와 온건노선에서 후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산 위라유다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토의 유족과 

파키스탄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파키스탄 정부

가 정국을 정상화시키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회 정치외교위원회 테오 삼부아가 위원장은 무샤

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범인을 검거

하라고 촉구했다. 

 

印尼 유도요노 대통령 재선 유력 <여론조사> 
  인기는 수카르노푸트리의 투쟁민주당이 최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09년 치러질 대

통령 직접선거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간 자카르타포스

트가 14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도바로미터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

지 전국의 유권자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과 칼라 부통령을 제

치고 여전히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후보로 유도요노, 메가와티(투쟁민주당 

총재), 칼라(골카르당 총재), 위란토(전 통합군사령관), 수티요소

(전 자카르타 주지사) 등 5명을 동시에 제시했을 때, 응답자의 

44.1%가 유도요노를 그리고 30.7%는 메가와티를 지지했다. 

유도요노와 메가와띠 두 후보만 비교했을 때는 응답자의 

51.2%가 유도요노 그리고 35.4%는 메가와티를 선택했다.

한편 부통령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경제

통인 칼라를 선택했다. 재벌 가문 출신이기도 한 칼라 후보는 

대통령보다는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할 경우 부통령에 당선될 가

능성이 더 클 것으로 조사됐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PD)의 아흐마트 무바록 부총

재는 “유도요노-칼라 조는 첫 번째 임기에 기반을 강하게 다

져, 2009년에 다시 손을 잡는다면 재선될 가능성이 크다”라

고 말했다.

최다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골카르당 소속 피르만 수바

기오 의원은 “유도요노-칼라 조가 두 번째 임기에 국가개발

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인물은 고려하지 않고 있

다”고 현 정부통령의 재결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도바로미터 코다리 이사는 대통령후보로 가장 강력한 인물은 

유도요노이지만 가장 인기가 높은 정당은 투쟁민주당(PDIP)이

므로, 유권자들이 2009년에 의회의원 총선과 대선에서 각기 다

른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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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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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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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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3530
안디옥 교회       7278 7944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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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기사클럽
우리 렌터카    081 119 3069
한성 렌터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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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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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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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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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이드
 방송사
K-TV         525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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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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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       546 0844
우리슈퍼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다뿌르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산타코리아        722 9921
서라벌         572 3475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해수산          739 7032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LA 갈비               7278 0550

 신문, TV
동아일보        720 6802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K-TV               525 3838
OKTN(KBS World)     797 6151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532 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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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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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724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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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4786 6502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생활정보 가이드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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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리 앤 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17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환전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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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515
(Hunting)



MOVIES

황금나침반
The Golden Compass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멸망으로 이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

언의 중심에 있는 ‘황금나침반’. 각각의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황

금나침반’으로 절대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천상과 지상의 거

대한 전쟁은 모든 세계를 혼돈에 휩싸이게 한다.

학자이자 탐험가인 아스리엘 경은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미

지의 물질 ‘더스트’를 노스폴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신세

계를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던 학

자들 사이에서는 일대 파란이 일어나고 그의 연구를 막으려 한다.

한편, 아스리엘 경의 조카 라라는 진실만을 알려준다는 ‘황금나침

반’을 얻게 되고 이에 얽힌 놀라운 예언의 진실을 모른 채, 노스폴로

의 여정을 떠나지만 함께 동행했던 콜터 부인이 황금나침반을 노리자 

라라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면서 점차 황금나침반의 비밀의 실체

에 접근하는데...  황금나침반을 지닌 채, 예언 속 전쟁을 막기 위한 험

난한 여정에 오른 라라. 헥스족과 아머 베어족 등의 도움을 받아 힘을 

모으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커지면서 예언 속의 거대한 

전쟁, 그 서막이 열린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반전>> 노장 선수들,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코트로 귀환하다! 

대한민국 올림픽 2연패의 주역인 최고의 핸드볼 선수 미숙(문소리 분). 그러나 

온 몸을 바쳐 뛴 소속팀이 해체되자, 그녀는 인생의 전부였던 핸드볼을 접고 생

계를 위해 대형 마트에서 일하게 된다. 이때 일본 프로팀의 잘나가는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던 혜경(김정은 분)은 위기에 처

한 한국 국가대표팀의 감독대행으로 귀국한

다. 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

의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인 미숙을 비롯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노장 선수들을 하나 

둘 불러모은다.

후반전>> 여자라서 안돼?! 

혜경은 초반부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력 

강화에 힘쓰지만 그녀의 독선적인 스타일

은 개성 강한 신진 선수들과 불화를 야기하

고 급기야 노장 선수들과 신진 선수들간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진다. 이에 협회위원장은 

선수들과의 불화와 여자라는 점을 문제 삼

아 혜경을 감독대행에서 경질시키고 세계적

인 스타 플레이어 안승필(엄태웅 분)을 신임 

감독으로 임명한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중

요했던 혜경이지만, 미숙의 만류와 일본으

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감독이 아닌 

선수로 팀에 복귀해 명예 회복에 나선다.

한인뉴스  93



BOOKS

러브 소믈리에
 - 쇼킹발랄 에디터 미미리의 러브&와인 도전기 

저자 MIMI LEE | 출판사 한스앤리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도 최고의 학부로 평가받는 브라운대학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이비리그혀끝을 유혹하는 달콤한 와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러브스토리 

『러브 소믈리에』. 

프로페셔널하고 스타일리시하지만 일상생활에선 대책 없는 패션 잡지 에디터

가 남자와 와인에 대해 제대로 열 받았다. 주인공은 꽃미남과 쇼핑,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허덕이면서도 눈높이는 S2에 도달한 문제적 올드미스 미미 양. 어느날 

와인 전문가를 자청하는 산짐승 같은 남자에게 어처구니없이 차이면서 쇼크 & 대 

분노, 진짜 사랑과 와인의 세계를 정복해주기로 결심한다. 산짐승 같은 남자에게 

뒤통수 맞고, 프랑스 미남 대부호에게 배신당하고, 홍콩 엘리트에게 떨려나고, 흡

혈귀 같은 남자에게 무시당하며 마침내 사랑과 와인의 진짜 가치와 제대로 즐기는 

법을 깨닫게 되는데…. 

<러브 소믈리에>는 사소설인 동시에 연애학이며 지극히 가벼운 와인 안내서이기도 하다.

당신도 부자될 자격있다   
저자 올리비에 스벙 | 역자 김현모, 장지연 | 출판사 일신서적출판사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 올리비

에 스벙은 우리에게 말한다. 보통 월급쟁이도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으며 일

반 은행 저축통장 보다 5배 10배 많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곳에 자기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23살에 창업을 해서 32살에 백만장자가 된 저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재산증식을 위

한 금융 논리와 매카니즘을 잘알고 있다: 부동산, 고 수익률 투자, 증권…우리 재산

을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은 수 없이 많이 있으며 조금만 주의하면 손 쉽게 잡을 수 있

다는 것을 그는 직접 보여 주고 있다. 당신이 선택한 투자 방법이 무엇이든 이 책의 

가장중요한 메시지는 올리비에 스벙이 제시하는 액션플랜을 따라 실천하기만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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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원의 스케치북 - 날지 않는 독수리들에게 
저자 정려원 | 출판사 두란노 

당신의 날갯짓을 도와주다! 
날지 않는 독수리에게 보내는 『정려원의 스케치북』.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하

여 성공을 이루어낸 저자가 그동안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갤러리에 올린 글

과 그림을 엮은 것이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화려한 패션 아이콘으로 

살고 있는 저자의 새로운 모습과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분의 극적인 프러포즈를 받아본 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절절한 공감과 감동

을 선사한다. 예수님을 종교 아이콘으로만 생각해오던 저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그녀와 같은 고

민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저자는 톱스타의 모습이 아니라, 이웃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의 신앙을 고

백한다. 그리고 날지 않는 독수리인 우리에게 벼랑 끝에서 날아올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힘을 건네고 있다. 신앙생활을 처음해보는 초신자와 하나님의 프러포즈를 모른 척 하

는 젊은이, 그리고 영적 무력증에 빠져 있는 성도를 위한 것이다. 

블루 프린팅 -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짜 부자가 되는 9가지 비밀   

저자 스티브 샌듀스키 , 론카슨 | 역자 한국FP협회출판부, 권오열 | 출판사 리베르 

진정한 부의 길로 가기 위한 인생 설계! 
이 책은 철학적 성찰이 돋보이는 로드맵 제시형 자기계발 우화서로, 자기 발견의 과정이

자 우연에 기대지 않고 필연을 만들어나가는 인생설계도 ‘블루프린팅’을 소개한다. 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부, 진정한 성공이란 가까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관계를 원만

히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이 책이 나침반 역할을 한다. 

   
알을 낳는 개 - 현대과학의 오류를 바로잡는 새로운 과학상식 

저자 한스 페터 베크 보른홀트 , 한스 헤르만 두벤 | 역자 염정용 | 출판사 인디북 

현대과학의 오류와 속임수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알을 낳는 개』. 이 책은 일반적으로 사

람들이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실은 함정과 오류로 뒤덮여 있는지 마치 사실

과 진실인 것 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과학의 속임수에 대한 실체를 알려준다. 

《알을 낳는 개》에서는 어떠한 병에 양성판정이 나온 경우 병에 걸릴 확률을 너무 높게 

잡고 있거나 지구 온난화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 우연과 실제 상황의 혼돈, 

선거구의 획정과 무분별한 통합으로 인한 선거에 이기는 법 등 실제 일상에서 자주 부딪

치는 일을 중심으로 과학적 진실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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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변경 안내

2007.11.19부터 우리 대사관의 홈페이지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http://www.mofat.go.kr/indonesia 

  변경후 : http://idn.mofat.go.kr

자카르타 홍수피해 주의

1. 우기에 접어들어 수일간 단속적으로 내린 비로 말미암아 현재 

보고르지역 저수지가 벌써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2. 보고르에서 수문을 개방하는 경우 자카르타 저지대는 비가 오

지 않아도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상습 침수지역 거주 교민

들께서는 보고르 수문 개방 동향에 유의하시고 홍수 피해에 대

해서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카르타 홍수피해 유의

1. 최근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에 계속되는 비로 인해 보고르 

찔리웅강의 바로미터인 남부자카르타 망가라이 수문의 수위가 

안전수준을 넘어 830㎝까지 상승해 3급 경계령이 발령되었습

니다. 또한 찔리웅강의 범람으로 동부자카르타 Cawang 지역과 

Kampung Melayu 지역이 1～2m가량 침수되었습니다.  

2. 주재국 지질기상청은 1월～2월 자카르타에 홍수 발생 가능

성을 경고, 상습 침수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카르타에 거주

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 남부자카르타 : Mampang Prapatan, Pasar Minggu,

                        Kebayoran Baru, Tebet.

◎ 북부자카르타 : Kelapa Gading, Koja, Pademangan,

                        Penjaringan, Tanjung Priok

◎ 서부자카르타 : Cengkareng, Kalideres, Kedoya, Ciledug.

◎ 동부자카르타 : Cipayung, Kramat Jati, Makassar, Ciracas.

◎ 중부자카르타 : Kemayoran, Senen, Menteng, Tanah Abang.

리비아 입국관련 안내

1. 리비아 정부는 2007.11.11(일)부로 리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여권의 아랍어 번역문을 여권에 기재(또는 부착)하

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는 아랍어 번역문을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우리 대사관에서도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조

하여 상기 아랍어 번역문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소요기간 

1주일 가량)    

한-인니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1. 한-인니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Treaty on Extradition be-

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이 

07.11.16 발효하였다.

  ㅇ 2000.11.28 서명된 동 조약은 한국측이 2001.11 비준하

였고 인니측이 2007.10.23 비준하였음을 2007.11.16 한국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동 통보일로부터 발효하게 된 것이다.

2. 동 조약(전문 및 본문 21개조)은 양국의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방 국가에 

도피하여 있는 범죄자를 기소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요청 상

대국에 인도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동 조약의 체결을 통해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

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있어서 한-인니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

진시키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4.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28개국(발효 21건, 미발효 7건)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있다.

여권분실 주의 안내

1. 최근 대로변에서 손상된 차량 타이어 교체도중 오토바이를 

이용한 강도가 차량안의 여권이 든 가방을 탈취, 도주하는 사례

가 급증하고 있으니 소지품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도난, 분실된 여권은 국제범죄 테러조직들이 여권/사증 등

을 위,변조하여 국제범죄자의 신분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

로 여권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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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소급적용 관련

1.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인니측의 발효지연으로 7월 1일부

터 소급 적용키로 되어 있으나, 인니 일선 세관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2.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대사관 경제팀(김형태 참사관)에 문

의하여 주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Tel 520-1915, Fax 525-4159

3. 아울러, 당관은 인니 재무부와 함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오며, 상세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1. 외교통상부는 해외위난지역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권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여권의 사용제한 등)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 바, 8.7자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국가 및 사유

  ○ 이라크 : 전쟁중

  ○ 소말리아 : 내전중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및 납치 빈발

2. 상기 관련,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 

상세사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

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

판, 대학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

민등록부등본”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

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1. 인도네시아 한인회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4시 (1시간)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Tel. (021)529-60643(직)

2. Kotra Jakarta 무역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3시 30분 (2시간)

   GKBI Building 21층

   Jalan Jenderal Sudirman No. 28,

   Jakarta Selatan

   Tel. (021)574-15222(교)

3. 한인연합교회
   매주 주일 10시 45분 - 12시 (1시간 15분)

   교육관 상담실

   Jalan Wijaya I No. 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MP. 0816-1911245

* 상담 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 범위  : 기업법무.투자콘설팅.M&A.부동산.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파산관재.가사.상속.

                  지적재산권.소송.중재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 

                  (YSM & PARTNERS 대표변호사)

                  휴대폰 : 0816-19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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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

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 / 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 인천 21:55 / 06:45 +1 매일

KE627 인천 > 자카르타 15:20 / 20:30 매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0:50 / 08:40 화,목,금

KE629 서울 > 덴파사르 17:30 / 23:30 월,수,목

KE630 덴파사르 > 서울 03:40 / 11:30 월

KE629 서울 > 덴파사르 20:10 / 02:20 +1 일

2. 기간: 2007년 10월 28일 ~

3. 전화번호: 021) 521-2175 / 2176 / 2177 / 2180

4. Fax 번호: 021) 521-2184 / 521-2179

5. E-mail: hyunmelee@koreanair.com( 한국어)

         stuty@koreanair.com (영어/인니어)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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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